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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innovativeness and price sensitivity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wear. A total of 211 copies of data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a structural model and test research

hypotheses using AMOS 7.0 packag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shion innova-

tiveness and technology innovativeness negatively affected price sensitivity; however, information innova-

tiveness positively affected price sensitivity. Second, technology innovativeness positively affec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wear; however, fashion innovativeness and information innovativeness did no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wear. Third, price sensitivity negativel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wear. This study is useful for marketers and managers who establish marketing and a

price strategy for smart wear in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 of consumer innovativeness, price sensitivity,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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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들은 기존의 제품에 새로운 속성, 신기한 속성 및

혁신적인 속성을 부가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경쟁자들

의 제품과 차별화하려고 한다(Wood & Moreau, 2006).

위와 같은 속성의 추가는 의류제품에서도 활발하게 도

입되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의류제품으로 스마트의

류를 들 수 있다. 스마트의류는 의류에 IT기술을 접목

함으로써 새롭고 신기한 속성을 가진 혁신적 신제품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혁신제품의

확산이 논의되는데, 스마트의류의 경우 기존의 패션제

품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지만 새로운 IT기술이 도

입된 혁신제품이므로 일반 대중에게까지 수용되는 데

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의류가 상용화 초

기 단계라는 시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혁

신성향이 스마트의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을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용자의 수가 점차 증

가하고 초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후기 수

용자와 같은 더 많은 수용자 집단이 형성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확산의 과정을 감안할 때 초기 스마트

의류 수용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요인은 간과할

수 없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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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생체신호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스마트의류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차별화된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

에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고가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

도 가격조건을 고려한 제품의 가치를 검토한 후에야

스마트의류에 대해 선호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Chae et al., 2009). 따라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의도 혹은 낮은 가격만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도인 가격민감도(Lichtenstein et al.,

1993)는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스마트의류의 소비

자 수용에 주요 영향 변인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마트의류 수용에 있어 소비자

혁신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Kang, 2009;

Kang & Jin, 2007a, 2007b, 2007c)이 있지만 소비자 중

심에서의 가격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의류와 같은 혁

신제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의 주요

심리적 특성변인으로 소비자 혁신성과 가격민감도를

도입하여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이는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1. 스마트의류의 개념 및 선행연구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스마

트의류의 한 종류로서 착용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 및 센서를 의복 내에 내장시켜 착용자의

혈압, 맥박, 호흡, 그리고 체온과 같은 기본적인 생체신

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 해주는 의류를 말

한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매우

적합한 의류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시장성을 지

닐 수 있는 분야로 예상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센서기반 스마트의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스마트의류

제품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의류의 디자인이

나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Cho et al., 2010; Lee & Kim,

2009; Paek & Ashdown, 2009), 혁신성과 스마트의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Kang, 2009; Kang & Jin, 2007a),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한 스마트의류 수용에 관한 연구

(Chae, 2010; Chae et al., 2009; Kang & Jin, 2007c)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ek

and Ashdown(2009)은 시판중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외관에서는 기성복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기능성을

부여한 노년 여성을 위한 스마트재킷을 개발하여 노년

층 소비자들의 수용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노년층에서도 미적 요소와 기

능성이 결합된 스마트의류가 충분히 일상복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스마트의류의 문

제점 중의 하나인 디바이스의 무게를 경량화 할 수 있

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AM(Tech-

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의류

제품인 스마트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수용의도

를 설명하고자 한 Chae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생체신호 센싱의류에서는 ‘지각된 유용성→태도’의

경로가 기각되고 ‘지각된 유용성→지각된 가치→태

도’의 경로계수가 다른 어떤 경로계수보다 높게 분석

되어 생체신호 센싱의류에 있어서는 지각된 가치가 주

요한 매개역할을 함을 입증하였다. 혁신성과 스마트의

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Kang(2009)의 연구에서는 스

마트의류의 경우 유행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스마

트의류의 혁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반면, 기술혁신

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다양한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향이 높다하더라도 자신의

혁신성향이 어느 분야에 두드러지는가에 따라 제품혁

신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2. 혁신성

소비자 혁신성은 한 개인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수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소비자

의 혁신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비자의 신제품

채택여부와 채택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Kim et al., 2005).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운 매

체에 대해 개방적인 반면,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변화

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기술에 부정적이며 신제품을 위

협적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Midgley & Dowling, 1978).

따라서 소비자의 혁신성향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Goldsmith & Flynn, 1992; Ha &

Stoel, 2004; Kang, 2009; Park, 2008). Park(2008)은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초기 수용자들은 비

사용자에 비해 혁신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

었으며, DMB 수용여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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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유의한 예측요인임을 실증하였다. Goldsmith and

Flynn(1992)은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혁신성이 낮

은 소비자들보다 잡지, TV광고 등의 매스컴 광고를 더

많이 보고 패션정보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한편, 측정대상이 넓고 영역이 불특정한 일반적 혁

신성이 모든 분야의 혁신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혁신성을 대상과 분야별로 측정하

여야 한다는 영역특유 혁신성(Domain-Specific Innova-

tiveness)의 개념이 대두되었다(Goldsmith & Hofacker,

1991). 영역특유 혁신성은 대상과 분야별로 혁신자의 특

성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Citrin et al.,

2000; Goldsmith & Hofacker, 1991; Hoffmann & Soyez,

2010)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술혁신성, 유행혁신성, 인터

넷 혁신성, 그리고 정보혁신성 등으로 구별되어 사용되

어왔다(Chae, 2010; Jun & Rhee, 2009; Kang, 2009; Park

& Park, 2010).

기술혁신성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

된 제품을 수용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술

적인 제품들은 성능이나 기능이 핵심속성인 제품들로

소비자들이 주로 기능적 효용을 중심으로 구매의사결

정을 하는 제품들이다(Park & Chae, 2011). Hoffmann

and Soyez(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효용성을 갖는

자동차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특유 혁신성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Chae(2010)는 스마트의류를 대

상으로 기술혁신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유행혁신성

은 전통적으로 쾌락적이거나 심미적 특성이 강한 패션

제품인 의류와 화장품 제품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어져 왔는데(Jun & Rhee, 2009), Rhee(1997)는 의복

처럼 유행성이 강한 제품의 새로운 유행스타일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정도를 유행혁신성으로 정의하였다. Kang

(2009)의 연구에서 유행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

마트의류의 newness와 의류제품으로서의 혁신성을 높

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인터넷 혁신성은 인터

넷이라는 특정분야에서 최신 웹사이트를 많이 알고 다

른 사람보다 먼저 인터넷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채택,

이용하는 경향을 의미하며(Kang, 2001), Ha and Stoel

(2004)의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이용자는 비이용자보다

높은 인터넷 혁신성을 나타내었으며, 인터넷 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류제품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혁신성은 최신

기술 관련 정보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빨

리 수용하고 이해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Kim & Lee,

2007), Lee(2004)는 N세대 소비자들은 디지털 컨버전

스 제품의 수용 및 사용에서 기성세대보다 더욱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3. 가격민감도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가격대비 품질을 고려한 합리

적인 소비패턴을 보이면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

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구매결정에 미

치는 가격민감도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 가격민감

도(price sensitivity)는 마케팅 분야에서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개념

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Nam & Lee, 2009), 가격민감도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의 선택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가격 또는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태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특성을

의미한다(Goldsmith & Newell, 1997). 또한, Zeithaml

(1988)은 가격민감도의 개념을 지각된 가격(perceived

pri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어진 가격정보에 대한

여러 형태의 반응을 통해 개인별 특정 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가격이라고 하였으며, Kalra and Goodstein(1988)

은 가격민감도는 가격중요성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

라는 개념으로 구성되며, 가격의 중요성에 대한 각 개

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

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민감도를

설명하는 용어의 사용이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이라도 개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각 정도

가 다르고 구매의사결정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격민

감도는 소비자가 제품구매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다.

가격민감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Bloch and Richins

(198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제품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민감도는 매우 다르며 일반적

으로 가격민감도는 제품관여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상황이 가격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Wakefield and Inman(2003)의 연구에서 소

비자의 쇼핑가치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격민감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서 가격민감도가 사

회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Nam and Lee(2009)의 연

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가격민감도는 소비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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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혁신성(Goldsmith et al., 2005;

Ramirez & Goldsmith, 2009), 관여도(Hsieh & Chang,

2004), 충성도(Choi et al., 2006)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탐색과 가격민감도의 관계

를 살펴본 Huber et al.(1986)의 연구에서는 정보탐색

추구가 높을수록 가격민감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Lichtenstein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가격

민감도와 가격수용의 관계에서 가격민감도는 소비자

의 가격수용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은 정보가 많은

소비자들에 비해 판매자가 제시하는 다소 높은 가격

역시, 수용가격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

다고 하였다. 광고와 가격민감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Krishnamurthi

and Raj(1985)의 연구에 따르면, 증가된 광고는 가격민

감도를 낮추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구매량 및 소비

에 있어 증가된 광고의 효과는 가격민감도가 높은 집

단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

고의 증가가 브랜드 충성도를 증대시켜 특정 브랜드로

하여금 매출의 손실 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며 비싼 가격촉진 및 가격경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aul and Wittink(1995)

의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가격민감도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가격을 강조한 광고

는 높은 가격민감도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혁신성과 가격민감도

개인의 혁신성은 같은 사회체계에 속한 사회구성원

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혁신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Lee et al., 2003). 소비자 혁신성은 소비자들

이 자신과 연관된 제품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비디오게임

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라

도 그들이 좋아하는 비디오게임의 최신 버전을 구하려

고 애쓰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Gold-

smith et al., 2010). 혁신자들은 가격보다는 제품 자체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보다 제

품카테고리 안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기꺼이 더 지불

하려고 한다. 혁신자의 특성을 연구한 Lambert(1972)의

연구에서도 혁신자들은 제품구매에 있어서 불확실성

을 덜 느끼며 돈의 낭비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 관심을

덜 갖는다고 하였다.

의복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가격민감도의 관계에 대

해 연구한 선행연구들(Goldsmith et al., 2010; Goldsmith

et al., 2005; Goldsmith & Newell, 1997; Ramirez & Gold-

smith, 2009)에 따르면 혁신성과 가격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5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격민감도와 유행혁신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Goldsmith and Newell(1997)의 연구에

서 두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0.48로 상당히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품소비(Status

Consumption), 의복관여도(Clothing Involvement), 의복혁

신성(Clothing Innovativeness), 의복브랜드 충성도(Cloth-

ing Brand Loyalty), 그리고 의복가격민감도(Clothing Price

Sensitivity)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살펴본 Goldsmith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의복혁신성은 의복가격민감

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복혁신성과 가격민감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들에서는 일반 의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혁신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의 유행혁신성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인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의류제품에 IT기술이 접목

되어 일반 의류제품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며 고객에

게 실시간으로 생체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융복합형 혁

신의류제품이므로 유행혁신성만으로 혁신성을 한정짓

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혁신성 유형을 유행혁신성, 기술혁신성, 그리고

정보혁신성으로 나누어 스마트의류에 대한 가격민감

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혁신성이 높은 사람

은 혁신적인 제품카테고리에 관심이 많거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IT와 의류의 융복합제품인 스마트의류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의 스마트의류에 대한 소비자

의 가격민감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소비자의 유행혁신성, 기술혁신성, 그리고 정보혁신성

은 혁신적인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의류 가

격민감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되어 다음

과 같이 가설 1-1, 1-2, 그리고 1-3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유행혁신성은 가격민감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기술혁신성은 가격민감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정보혁신성은 가격민감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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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성과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실제 구매행위로 옮겨질 확률이

라 할 수 있다(Engel et al., 1995). 따라서 스마트의류 제

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스마트의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스

마트의류에 대한 구매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Lee et

al., 2003). 

혁신성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알아본 관련 연구로

Rogers(2003)의 연구에 의하면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

는 신제품이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제품에 개방적

인 성향을 보이고 신제품 구매에 따른 위험이 있더라

도 이를 기꺼이 수용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즉, 혁신성

이 높은 소비자는 비혁신 소비자보다 독단성이 낮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품에 개

방적인 반면 비혁신 소비자는 변화에 폐쇄적이기 때문

에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때까지 구매를 연기한다고

하였다. Yang(2005)은 싱가포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

인의 혁신성, 과거채택행동, 지식, 기술집단, 나이, 성

별, 전공이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지식, 나이, 전공을 제외한 모

든 요인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

하여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으로

혁신성, 가격의식, 집단주의가 인터넷 공동구매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Park et al.(2002)의 연구

에서는 혁신성이 인터넷 공동구매태도를 매개하여 인

터넷 공동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스마트의류를 대상으로 연구한 Kang

and Jin(2007b)의 연구에서는 유행혁신성과 기술혁신

성이 스마트의류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유행혁신성이 기술혁신성보다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기술혁신성이 높은 집단을 설득하기 위해

서는 상품의 기능에 대한 시연과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중요한 개

인적 성향인 소비자 혁신성은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의복인 스마트의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혁신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로 자신이 타인보다 먼저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해보는 성향을

가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받아들이는 모험성

이 높아 스마트의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구매의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추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2-1, 2-2,

그리고 2-3을 도출하였다. 

가설 2-1. 유행혁신성은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기술혁신성은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정보혁신성은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격민감도와 구매의도

Lichtenstein et al.(1988)은 거래의 긍정적인 측면(제

품)을 중시하는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가격)을 중시하

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민감도를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인 가격을 의사결

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

라서, 가격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지속적 관계보다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평

가를 통해 가치가 가장 높은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Bowen and Shoemaker(1998)는 가격

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는 가치가 높은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로얄티가 형성되

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Reichheld(1993)는 고객의 내

재적인 로열티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고

객이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을 들고 있는데, 정상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이 가격할인 프로모션 기간 안에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 비해 내재적인 로열티 성향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가격에 민감

한 고객일수록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인 태도 및

구매의도를 형성하려는 성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지

속적으로 호의적인 태도 및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것은

그 고객에게 가격할인혜택이나 프로모션이 제공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격

민감도는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추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가격민감도는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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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에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된 연구

가설들에 근거하여 세 가지 유형의 혁신성 관련 소비

자 개인적 특성이 스마트의류에 대한 가격민감도와 스

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학생을 편의표본추출하여 2011년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 수집한 총 211부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였다. 생

체신호 측정을 위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는 현재 상용

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할 수 없어 먼저 스마트의류에 대한 개념적 정의

를 설명한 후, 조끼와 스포츠 재킷 형태의 2가지 자극

물 사진과 제품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서기

반 스마트의류는 의류와 정보기술 융합제품이면서 다

양한 기능들이 부착되어 있는 고가격 제품이므로 첨단

정보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신제품 수용에 있어 선

두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

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는 선행연구(Agarwal & Karahanna, 2000; Davis, 1989;

Goldsmith et al., 1995; Goldsmith & Hofacker, 1991;

Goldsmith et al., 2005; Hyun, 2010; Kang & Jin, 2007c;

Kim & Lee, 2007; Nam & Lee, 2009)에서 사용된 신뢰

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

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

서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 및 관련 문헌은 <Table 1>과 같다. 또

한,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AMOS 7.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

하였다.

4.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응답자가 63.5%, 여

성응답자가 36.5%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36.2%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24.6%, 3학년

이 26.1%, 4학년이 13.0%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

은 200만원 미만이 20.6%, 200~300만원 미만이 28.4%,

300~400만원 미만이 21.6%, 400~600만원 미만이 14.9%,

600~800만원 미만이 5.7%, 800만원 이상이 8.8%로 나타

났다.

IV. 실증분석

1.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

bach's α와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값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은 0.6 이상, 복

합신뢰도값은 0.7 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혁신성과 구매의도

변수의 전체신뢰도를 낮추는 두 개의 문항을 제거한

결과, 모든 연구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803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복합신뢰도값은 정보혁신성의 0.699를

제외하고 모든 값이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3).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Table 3>

과 같으며, 적합도 지수는 χ
2
=86.502, df=55, χ

2
/df=

1.573, p=0.004, RMR=0.068, GFI=0.940, AGFI= 0.901,

NFI=0.954, CFI=0.983, RMSEA=0.052로 나타나 대부

분이 권장적합기준을 만족하여 본 측정모형이 적합하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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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집중타당도의 평가는 요인

적재량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표준화 적재치가

0.5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Bagozzi

& Yi, 1988).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구

변수의 표준화 적재치가 권장수준인 0.5 이상으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의 추출된 평균분산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Fornell & Lar-

cker, 1981). 연구변수의 판별타당성은 대각선에 표기된

각 변수의 AVE값이 그 값의 좌측과 하단에 표기된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클 때 존재한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변수의 경우,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연구변수의 AVE가 0.5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AVE값이 각 변수 간의 가장 큰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ble 4).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AMOS 7.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대한 경

로계수의 유의도와 적합도 지수는 <Table 5> 및 <Fig.

2>와 같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86.502, df=

55, χ
2
/df=1.573, p=0.004 RMR=0.068, GFI= 0.940, AGFI=

0.901, CFI=0.983, NFI=0.954, TLI=0.975, RMSEA=

0.05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값이 권장수준에 만족할 만

한 수준이므로 본 경로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5>에 제시된 전체 모델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값과 t값을 살펴보면, 유행혁신성(경로계수=−0.365, t=

−3.869)과 기술혁신성(경로계수=−0.479, t=−4.089)은 가

격민감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복혁신성과 가격민감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Chung, 2009; Goldsmith et al., 2010; Gold-

smith et al., 2005; Goldsmith & Newell, 1997; Huber et

al., 1986; Ramirez & Goldsmith, 2009)과 맥을 같이한다.

Goldsmith et al.(2005), Goldsmith et al.(2010)은 혁신성

Table 1. Measurement items

Variables Items Related studies

Fashion

innovativeness

FI1. I always try to dress up in new ways

FI2. I am sensitive to the latest fashions

FI3. If I hear the latest fashions information, I purchase it as soon as possible

Kang and Jin (2007c)

Technology

innovativeness

TI1. I know a lot about high-tech products compared to others

TI2. Compared to my friends I own many high-tech products

TI3. In general, I am to the first in my circle many of friends to know the

names of the latest high tech products

Goldsmith and Hofacker (1991)

Goldsmith et al. (1995)

Hyun (2010)

Kang and Jin (2007c)

Information

innovativeness

II1. I am more sensitive to information than others

II2. I am more sensitive to advertising than my friends

II3. I am more sensitive to the performance of new product than others

Kim and Lee (2007)

Price

sensitivity

PS1. I know that smart wear is likely to be more expensive than general

clothing, but that does not matter to me
(R)

PS2. I will not mind does not to spend a lot of money to buy smart wear
(R)

PS3. Even if I think the price of smart wear is expensive, I will not hesitate

to buy it
(R)

Goldsmith et al. (2005)

Nam and Lee (2009)

Purchase

intention

PI1. I have an intention to look for smart wear when it is sold in stores

PI2. I have an intention to try on smart wear

PI3. I have an intention to purchase smart wear when it is sold

Agarwal and Karahanna (2000)

Davis (1989)

(R)
Reversed item

Table 2. 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Initial

item

Deleted

item
Cronbach's α

Fashion innovativeness 3 - 0.852

Technology innovativeness 3 - 0.911

Information innovativeness 3 1 0.803

Price sensitivity 3 - 0.926

Purchase intention 3 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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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 AVE

Fashion 

innovativeness

FI1 0.755 11.615

0.766 0.522FI2* 0.840 -

FI3 0.843 12.853

Technology 

innovativeness

TI1 0.882 17.326

0.840 0.637TI2 0.891 17.652

TI3* 0.876 -

Information 

innovativeness

II1 0.774 11.137
0.699 0.539

II3* 0.868 -

Price sensitivity

PS1 0.861 18.568

0.883 0.716PS2 0.904 20.569

PS3* 0.929 -

Purchase intention
PI1 0.932  8.367

0.709 0.552
PI2* 0.774 -

χ
2
=86.502, df=55, χ

2
/df=1.573, p=0.004, RMR=0.068, GFI=0.940, AGFI=0.901, NFI=0.954, CFI=0.983, RMSEA=0.052

*fixed at 1 to standardize.

Table 4.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Construct
Fashion

innovativeness (1)

Technology

innovativeness (2)

Information

innovativeness (3)

Price sensitivity

(4)

Purchase intension 

(5)

(1) 0.522

(2) 0.217 0.637

(3) 0.184 0.443 0.539

(4) 0.164 0.195 0.056 0.716

(5) 0.066 0.189 0.136 0.106 0.552

Bold values in the diagonal are the AVE for each construct and values at lower diagonal cells are the squared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Table 5. Model estimation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 E.  t-value ResultNon stand.

coeff.

Stand.

coeff.

H1-1  Fashion innovativeness → Price sensitivity −0.365 −0.331 0.094 −3.869*** accepted

H1-2  Technology innovativeness → Price sensitivity −0.479 −0.531 0.117 −4.089*** accepted

H1-3  Information innovativeness → Price sensitivity  0.298 0.298 0.135 2.202* rejected

H2-1  Fashion innovativeness → Purchase intention −0.043 −0.034 0.115 −0.375 rejected

H2-2  Technology innovativeness → Purchase intention  0.293 0.286 0.146 2.011* accepted

H2-3  Information innovativeness → Purchase intention  0.223 0.196 0.160 1.395 rejected

H3  Price sensitivity → Purchase intention −0.211 −0.186 0.096 −2.187* accepted

χ
2
=86.502, df=55, χ

2
/df=1.573, p=0.004 RMR=0.068, GFI=0.940, AGFI=0.901, CFI=0.983, NFI=0.954, TLI=0.975, 

RMSEA= 0.05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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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가격민감도가 낮아지므로 혁신

제품들이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용이하다고 제안하였으며, Chung(2009)은 고기능성 스

포츠레저웨어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기능성’에 의한 품

질을 인식한다면 일반 스포츠레저웨어보다 더 많은 비

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보혁신성(경로계수=0.298, t=2.202)은 가격민감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

은 기각되었다. 이는 정보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복잡

한 정보기술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정보탐색

을 통해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을 찾고자 하는 의

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민감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측된

다.

혁신성과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

서는 기술혁신성(경로계수=0.293, t=2.011)은 구매의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유행혁신성(경로계수=−0.043, t=−0.375)과 정보혁

신성(경로계수=0.223, t=1.395)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만 채택되

었다. 이는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제품을

빨리 구매하는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센서기반

스마트의류가 의류에 IT기술을 접목한 새롭고 신기한

속성을 가진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매의

도가 쉽게 형성되는 반면, 유행혁신성이 높은 소비자

에게 어필하기에는 센서기반 스마트의류의 디자인이

나 심미적 가치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스마트의류가 다른 정보혁신제품들(ex. 스

마트폰, IPTV, T-commerce, RFID)에 비해 광고정보나

새로운 제품의 성능에 민감한 정보혁신성이 높은 소비

자에게 어필할 만큼의 두드러진 혁신성을 보이지 않아

소비자의 직접적인 구매의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가격민감도(경로계수=−0.211, t=−2.187)

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에 민

감한 소비자일수록 스마트의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소비자일수록 스마트의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소

비자 혁신성은 가격민감도를 매개하여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시사점

소비자의 스마트의류와 같은 혁신의류제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혁신의류제

품을 수용할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혁신의류제품

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며, 혁신의

류제품을 수용하게 되는 핵심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

악하여 확산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

용화 초기 상황이라는 시점에서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 혁신성과 가격민감도를 도입하여 스마

트의류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ig. 2. Path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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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행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은 가격민감도에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혁신성은 가격민감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행혁신성과 기술혁신

성이 높은 사람은 능동적인 쇼핑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최신의 흥미로운 패션이나 기술제품을 찾아다니는 경

향이 있어 하나의 브랜드나 제품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인 태도나 충성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능동적 쇼핑형태

는 장점을 가지기도 한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

혀진 대로 유행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스마트의류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동

일한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행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을 강

조한 스마트의류는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를 끌어들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꾸어 말

하면, 마케터들이 스마트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만

감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행 및 기술혁신성향이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마트의류제품에 대한 흥미를 일

으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통

적으로 패션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패션제품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패션쇼와 상점 내 이벤트 등을

실행해왔는데, 스마트의류 관련 이벤트들은 유행혁신

성과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예

를 들면, 심장질환을 가지거나 혈압이 높은 소비자, 비

만인 소비자들을 선별해서 일정기간 동안 스마트의류

를 시용해보도록 하는 이벤트를 통해 스마트의류의 건

강 및 체중관리의 효과성, 제품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스마트의류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 및 구매의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행선도자를 스마트의류 광고모델로 활용하여 스마

트의류 디자인의 독특성과 심미성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가격민감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탐색활동을 활

발하게 하므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짐으로써

스마트의류와 같은 혁신적인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가

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기술혁신성은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행혁

신성과 정보혁신성은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마트의류의 유행 또는 정보혁신적인 특성만을 강조함

으로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혁신성

이 높은 소비자들은 스마트의류의 구매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센서기반 스마트의류가 일반의류

제품과 차별화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술제

품임을 강조하는 것은 스마트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구

매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한편, 유행혁신성이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은 스마트의류의 디자인이나 독특성 등이 유행혁신성

이 뛰어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보혁신성이 스

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은 스마트의류가 건강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한다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스마

트폰, IPTV, T-commerce, RFID와 같은 다른 정보혁신제

품들에 비해 정보혁신성이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익숙한 제품으로 인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마케터 입장에서 새로운 스마트의류제품을 선

보일 때는 기업 내부의 선호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타깃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혁신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의

광고 및 홍보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가격민감도는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는 가치가 높은 새로운 대안

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

매의도 역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가 가

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

응하거나 의식하는 상황일 경우 제품이 제공하는 그 밖

의 다른 것에 대한 판단이 희석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Kim, 2010). 예컨대, PB(Private Brand) 브랜드들은 제

조업자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촉진

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

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높여 PB브랜드의 선호도를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ilawadi et al., 2001; Burton et

al., 1998; Sinha & Batra,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의류에 대해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의 가격민감성

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스마트의류에 대한 구매의

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

의류의 가치를 지각할 때 일반 의류제품과의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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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상대적 가치를 지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대적 가치에서의 차이가 스마트의류에 대한 가격민

감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

서 스마트의류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데 주

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의류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가치로는 건광관리 및 체중관리의 기능

적 가치, 스마트의류를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 첨단기술 의류제품을 먼저 수용하는 선두집단이

라는 상징적 또는 과시적 가치, 독특한 제품디자인으로

인한 시각적 즐거움 제공의 오락적 가치 등을 들 수 있

다(Noh et al., 2011). 일반 의류와 비교해서 스마트의류

가 가지는 이러한 다양한 특성 및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은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를 낮추어 스마트의류의 구매

를 이끌어내는데 주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장에 내놓을 센서기반 스

마트의류제품의 객관적인 혁신성(기업 입장에서의 혁

신성, 객관적 가격)과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인식된 혁

신성, 주관적 가격)을 조율해서 시장에서의 성공가능

성을 높이는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표본선정

상의 한계이다. 제한된 지역의 소비자를 표본으로 하

였으며 표본대상도 20대의 남여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전체 표본으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우 최첨단 기술제품구매에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직장인에 비해 가격민

감도 측정에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광범위한 표본의

확보를 통하여 결과의 엄밀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의복종류를 센서기반의 스마

트의류로 한정하였으므로 결과를 전체 스마트의류로

확대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센

서기반 스마트의류가 상용화되지 않아 센서기반 스마

트의류의 자극물을 보여주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착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때

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의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구매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성과 가

격민감도 이외의 다양한 개인특성변수나 인구통계학

적 변수, 사회상황적 변수 등을 포함하여 모형을 검증

하고 차이를 분석한다면 보다 심화된 스마트의류시장

의 마케팅 전략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스마트의류제품의 종류와 소비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스마트의류를 수용하는 데 있어 혁신성과 가격민

감도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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