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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혁신성향에 따른 미디어 기기 및 서비스 채택
심동녘
부연구위원, ICT통계분석센터

■■■ 문제 제기
미디어 채택과 소비자 혁신성향
- 뉴미디어 선택에 관한 이론적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뉴미디어 채택 연구들은 혁신확산이론,
기술수용모델 등 다양한 혁신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 (박종구, 2011)
- 그간의 실증연구결과들은‘소비자 혁신성향(consumer innovativeness)1)’을 뉴미디어 채택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 중 혁신채택에 관해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로 제시하였음
- 지금까지‘소비자 혁신성향’의 개념, 측정방식, 유용성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왔는데, 이중 혁신성향을 기능적, 사회적, 쾌락적, 그리고 인지적 혁신성향으로 분류하는 다차원적
개념이 소비자의 혁신의 채택의도를 설명할 때 보다 더 균형적이고, 많은 동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VandeCasteele & Geuens, 2010)
분석배경 및 조사자료
- 최근 IC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에서도 뉴미디어로 간주되는 다양한 혁신기기 및
콘텐츠들이 등장하며 신기하고, 독특하며 차별적인 속성을 제시하고 있음
- 2019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특별 문항으로 소비자 혁신성향 관련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혁신성향을 측정하였음
- 본고는 2019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응답자의 혁신성향 및 미디어 기기 및
서비스 채택여부를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 본고에서는 2019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 보유여부를 조사하는 미디어 기기들 중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출시된 태블릿 PC와 웨어러블 기기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태블릿
PC 보유 여부는 이전에 가구대상 문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던것이 2019년 조사부터 개인대상
문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분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 미디어 기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중 2019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 이용 여부를
조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음
1) ‘소비자의 혁신성향’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혁신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제품을 더 일찍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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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원 혁신성향의 조작적 정의와 2019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다차원 혁신성향의 조작적 정의2)
- 기능적 혁신성향은 제품성능과 과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제품을 채택함으로써 위험스런 환경을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제품을
채택 하고자 하는 성향
- 쾌락적 혁신성향은 제품 채택에 따른 흥분되고 즐거운 감정,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혁신제품을 채택 하고자 하는 성향
- 사회적 혁신성향은 자신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타인들과 비교됨으로써 혁신제품을 상대 적으로 기꺼이 수용하려는 의지
- 인지적 혁신성향은 마음을 자극하는 대상물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설명, 사실, 제품작동과 학습에 집중되는 인지적 체계와
과정을 경험하고자 혁신제품을 수용하는 경향

2019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결과3)
- 2019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쾌락적 혁신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사회적 혁신성향, 기능적 혁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혁신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혁신성향에 대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성별에 따른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혁신성향

(단위: 리커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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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순근(2012) 연구를 참조하였음
3)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혁신성향 나타내는 척도로서 각각의 혁신성향을 나타내는 개별문항의 5점 척도 Likert scale 응답 평균을 활용 하였으며,
개별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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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기기 채택 유무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태블릿PC 보유현황 개요

[그림 2] 태블릿PC 보유 유무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 전체 응답자의 8.8%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9.4% 여성이
8.2%로 남성의 보유율이 근소하게 높은것으로 나타났음

● 보유(=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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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리커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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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보유현황은 만 20-29세 13.7%, 만 30-39세
12.7%, 만 40-49세 12.6%, 만 50-59세 4.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음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태블릿 PC 보유 여부에 따른 개인의 혁신성향 비교 분석
- 태블릿 PC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혁신성향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의 혁신성향에 대하여 태블릿 PC 보유자가 미보유자
에 비하여 혁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쾌락적 혁신성향의 경우 보유자가 3.13을 나타난데 반하여 미보유자가 2.67을 나타내 네 가지 차원의 혁신성향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음
- 쾌락적 혁신성향에 뒤 이어 사회적 혁신성향, 기능적 혁신성향 그리고 인지적 혁신성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웨어러블기기 보유현황 개요

[그림 3] 웨어러블기기 보유 유무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 전체 응답자의 3.1%가 웨어러블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 보유(=340)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4.0% 여성이 2.4%로 남성의 보유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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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리커트척도)

● 미보유(=10,016)

2.81
2.36

- 연령별 웨어러블기기 보유현황은 만 20-29세 8.3%, 만
30-39세 7.6%, 만 40-49세 4.1%, 만 50-59세 1.8%로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보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웨어러블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개인의 혁신성향 비교 분석
- 웨어러블기기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혁신성향을 비교한 결과,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혁신성향에 대하여
웨어러블기기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하여 혁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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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형의 혁신성향에서 웨어러블기기 보유자가 태블릿PC보유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웨어러블기기가 태블릿P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높은 혁신성향을 지닌
소비자에게 소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웨어러블기기 보유자는 쾌락적 혁신성향에서 3.43을 기록한데 반하여 미보유자는 2.69을 나타내 네 가지 차원의 혁신성향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음
- 쾌락적 혁신성향에 뒤 이어 사회적 혁신성향, 인지적 혁신성향 그리고 기능적 혁신성향 순으로 웨어러블 기기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채택 유무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이용현황 개요

[그림 4]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 전체 응답자의 23.2%가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
보면 남성이 24.8%, 여성이 21.9%로 남성의 이용률이

● 이용(=2,406)

2.75
2.36

3.08
2.60

2.89
2.43

(단위: 리커트척도)

● 미이용(=7,950)

2.72
2.27

여성의 이용률을 약3%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만 20-29세 53.4%,
만 30-39세 52.0%, 만 20-39세 응답자 과반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0-49세 32.1%, 만 50-59세 18.4%로 만40세 이후부터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채택 여부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분석
- 기기 채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혁신성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혁신성향이 높은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자와 미이용자 사이에 쾌락적 혁신성향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살펴본 기기
채택과 상반되게 이용자와 미용자 사이의 각각의 혁신성향의 편차가 크지 않은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 사이의 혁신성향 차이: 기능적 혁신성향(0.39%p), 쾌락적 혁신성향(0.48%p), 사회적 혁신성향(0.46%p), 인지적
혁신성향(0.46%p)
※ 웨어러블기기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혁신성향 차이: 기능적 혁신성향(0.38%p), 쾌락적 혁신성향(0.75%p), 사회적 혁신성향(0.55%p), 인지적 혁신성향
(0.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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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 개요

[그림 5]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채택 여부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 전체 응답자의 32.3%가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

● 이용(=3,348)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33.9%, 여성이 31.0%로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2.07
2.71
2.33

2.54

2.84
2.39

(단위: 리커트척도)

● 미이용(=7,008)

2.65
2.24

- 연령별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만 20-29세 69.1%, 만
30-39세 66.6%로 만 20-39세의 절반이상이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0-49세
48.8%, 만 50-59세 26.7%로 만50세 이후부터 이용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채택 여부에 따른 혁신성향 비교 분석
- 기기 채택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모든 유형의 혁신성향이 높은 응답자가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자와 미용자 사이의 차이는 쾌락적 혁신성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사회적 인지적 기능적 혁신성향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자의 혁신성향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이용자의 혁신성향에 비하여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결어
- 2019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혁신성향이 높은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미디어 기기 채택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실증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태블릿PC, 웨어러블기기 등 미디어 기기 채택에 있어 본인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자와 미이용자 사이에 쾌락적 혁신성향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기 채택과 달리 각각의 혁신성향의 편차가 크지 않은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시된 기기 또는 서비스 일수록 이용자의 혁신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의 혁신성향에 따른 미디어 기기 및 서비스 채택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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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44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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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7(4), 3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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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019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소비자혁신성향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범주

문항

응답평균

기능적 혁신성향
내가 현재 사용하는 제품에 없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구매하는 편이다

2.41

기존 제품에 비해 시간을 절약해 주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바로 구매하는 편이다

2.43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이 현재 내가 사용하는 제품보다 편리하다면 즉시 구매하는 편이다

2.48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면 지체 없이 바로 구매하는 편이다

2.43

쾌락적 혁신성향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발견하면 즐겁고 재미있어진다

2.72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갖는 것은 늘 설레고 흥분 된다

2.70

신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재밌고 기쁘다

2.76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을 활기차게 해주는 자극제이다

2.66

사회적 혁신성향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주는 제품을 좋아 한다

2.60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적이 없는 제품을 먼저 사용하여 보다 뛰어나고 싶다

2.50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신제품 사용하는 것을 좋아 한다

2.52

누구라도 부러워하고 호기심 가질 만한 눈에 띄는 제품을 먼저 구매 혹은 사용하고 싶다

2.50

인지적 혁신성향
제품 사용에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즉시 구매하는 편이다

2.33

나는 논리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신제품을 종종 사용한다

2.37

생각을 많이 하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제품을 즉시 사용한다

2.35

신제품이 나의 분석적인 생각을 충족해 준다면 대부분 구입한다

2.38

Vandecasteele, B., & Geuens, M.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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