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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기기로의 근이 실패를 거듭한 이후 ‘시계’라

는 패션 액세서리로 근하면서 패션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주목을

다시 한 번 끌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스마트 워치는 기술 인 에

서 스마트폰,디자인 에서 손목시계의 고유한 역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도 에 직면해 있다.

이 시 에서 기업이 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스마트 워치에 한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으로 기존 제품군들을 고려한 상 제품의 포지

셔닝이 마 과 고활동의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문제 해결을

해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워치에 해 소비자들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에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스마

트 워치에 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에

비해 스마트 워치에 한 학문 인 연구는 기술융합을 주제로 한 공학

분야나,기술수용모델(TAM)을 응용한 수용 측 분야에서만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을 뿐,마 에서 소비자의 제품에 한 인식과 련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 유용성’과 ‘디자인 패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결합된 스마트 워치의 수용 로세스를 조망함으로써 신

제품의 제시 맥락이 제품에 한 이해와 제품속성 요도에 미치는 향

을 밝히고자 한다.나아가 소비자들의 스마트 워치에 한 해석 방향과

고 소구 유형 간의 맥락 일치성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앞으로 출시될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마 략에 이론 인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해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실험 참가자 집단을 스마트 워치 화맥락(패션제품 vs. 자제품)

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집단 간 설계)스마트 요 속성 순 문

항에 응답하도록 하 고,두 조건의 스마트 워치를 제시하여(디자인 속

성 우월 제품 vs.기능 속성 우월 제품)두 제품의 선호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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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기능 주의 기능성 소구 고 vs.디

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고)에 따라 나 어진 두 개의 고 동 상을

시청하게 한 후(집단 내 설계)각각의 고 효과에 한 문항에 응답하

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스마트 워치의 경우 제품 제시 맥락에 따라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 순 가 바 다는 것을 밝혔다.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

으로 범주화하여 이해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스마트 워치의

4가지 요 속성(디자인,기능,가격, 랜드) 디자인 속성을 가장 우

선 으로 고려하 다. 한 스마트 워치를 패션 제품 맥락으로 범주화한

소비자는 스마트 워치를 자 제품 맥락으로 범주화한 소비자보다 디자

인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를 기능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스마트 워치의 제품 범주화 방향에 따른 스마트 워치 고 태도

변화와 고 맥락과 고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효과를 규명하 다.스

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는 디자인 주의 패션

성 소구 고보다 기능 주의 기능성 소구 고에 더 우호 인 태도를

보 다.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를 범주화하는 범주화 조건에 따라 스마

트 워치에 한 고 반응과 그 태도가 달라지며,이때 고 맥락 환경

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의 스마트 워치에 한 해석과 고 속에서 강

조된 제품 특징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고에 해 더욱 호의 인 반응을

보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스마트 워치가 패션 액세서리로서의 향력이 확 되고 있

는 실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신 제품인 스마트 워치의 제시 맥락

에 따라 제품을 이해하는 방식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마 고 분야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스마트 워치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후에 이루어질 웨어러블 디바이스 고 효과 연구

에 이론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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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 워치가 시장에 등장한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많은 휴 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 모바일 기기의 수요 포화 상황에

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워치 시장을 주목했다. 기 시장에서

스마트 워치는 입을 수 있는(wearable)스마트 기기로 정의되었다.마치

스마트폰을 축소시켜 손목 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디자인에,스마트 기

능을 강조하여 손목에 찰 수 있는 시계 모양의 소형 스마트 기기로 소개

된 것이다(김정열,2016).하지만 시장에 나온 기의 수많은 스마트 워

치 제품들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s)에서 기 주류시장(Early

Majority)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기기로의 근이 실패를 거듭한 이후 ‘시계’라

는 패션 액세서리로 근하면서 패션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주목을

다시 한 번 끌고 있다.디자인 요소의 강화,패션 디자이 들과의 콜라보

이션을 통해 스마트 워치의 패션성을 강조했고,시계 제조사 혹은 패

션 랜드에서 스마트 워치를 시장에 출시하는 등 본격 으로 패션 아이

템으로써의 움직임을 시작했다.이러한 가운데 스마트 워치 시장은 2012

년부터 지속 인 성장세를 보 고,2015년에는 처음으로 스 스 시계

매량마 추월하는 등 스마트폰 손목시계와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 다.

스마트 워치가 성공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인식에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의 실용 가치에

해 여 히 의문을 품고 있으며,상업 으로 의미 있는 신 인 제품의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 기존 제품군과 차별화되어 홀로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여 히 스마트 워치는 기술 인 에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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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에서 손목시계의 고유한 역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달성하

려면 먼 실 시장을 최 한 이용하여 진 으로 소비 시장을 넓 나

가고(LGERI리포트,2013),최종 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해야 한

다.따라서 당분간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폰에 부가된 액세서리 혹은 조

더 활용도가 높은 손목시계로서 기존 제품군이 구축한 생태계에 편승

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 에서 기업이 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스마트 워치에 한

시장의 반응,소비자의 반응이다.단기간 내 기존 스마트폰이나 손목시계

와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스마트 워치를 소비자 인식

속에 어떻게 지각되도록 하느냐가 요한 안으로 두되고 있다.즉,

기존 제품군들을 고려한 상 제품의 포지셔닝이 마 과 고활동의

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다.문제 해결을 해서는 이미 시장에 출

시되고 있는 스마트 워치에 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에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스마트 워치에 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에 비해 스마트 워치에 한

학문 인 연구는 기술융합을 테마로 한 공학 분야나,기술수용모델

(TAM)을 응용한 수용 측 분야에서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마

에서 소비자의 제품에 한 인식과 련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 유용성’과 ‘디자인 패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결합된 스마트 워치의 수용 로세스를 조망함으로써 신

제품에 한 이해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나아가 소비자들의 해석 방향에 따라 고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밝힘으로써 앞으로 출시될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마 략에

이론 인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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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의의

본 연구는 다범주로 해석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상으로 신제품의

제시 맥락이 제품에 한 이해와 제품 속성 요도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하고자 한다. 한 소비자들의 스마트 워치에 한 해석 방향과 고

소구 유형 간의 맥락 일치성 효과를 검증 할 것이다.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변

하는지 확인한다.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범주로 해석하는 소비자들과

자제품 범주로 해석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우선

으로 고려하는 속성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화맥락과 고소구 유형간의 일치성 효과를 확인한다.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해석하는 소비자들과 자제품 맥락에서 해석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기능성 소구-패션성 소구 고에 한 태도가 서

로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소비자들의 이해 수 이 높은 기존 제품군을 고려한 신 제품의

포지셔닝이 마 과 고활동의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 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소비자들의 해석이 제품 태도에 미치는 향

을 실증 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기술 신제품을 기술 측면 뿐 아니라 패션제품의 에서 바

라 으로써 신제품 수용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통해 고 내용

과 화맥락간의 일치성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용 가능 범

를 넓히고자 한다.

셋째, 신제품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해석 방향이 쉽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해석 방향에 따라 제품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

함으로써 기업의 마 략 수립에 이론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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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소비자가 스마트 워치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에 따라 스마트 워치에 한 평가와 행동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데 목

을 두고 있다.더불어 화 맥락과 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 간의

일치성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6장으로 구성하 으며,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의의를 제시하고,연구

의 체 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장 이론 배경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주요 개념인 웨어러블 디

바이스, 신제품 수용,맥락효과 이론, 고소구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

고,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연구 내용의 이론 기반을 마련한다.

제 3장 연구문제 연구모형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

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 4장 연구방법 차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

기 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해 설명한다.실험 설계

차,자극물 측정항목 구성 방법,자료수집 분석방법을 구체 으

로 제시하여 연구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 5장 연구결과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이에 해 논의한다.

제 6장 결론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체 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

구의 시사 을 살펴본다.마지막으로,연구의 한계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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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웨어러블 디바이스

1.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

웨어러블(Wearable)은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computer)를 여

부르는 말로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뜻한다.여기서 컴퓨터는

좁은 의미의 PC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연산, 장,제어 등 컴

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말기 형태를 의미한다.즉,웨어러블 컴퓨

터는 우리가 일상 으로 몸에 걸치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정보

기기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device)라 불린

다.스마트폰 이 의 기술 수 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크기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컴퓨 워나 배터리 효율 등이 낮고,외 으로 투

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수 의 기기가

나올 수 없었다.스마트폰의 발 과 함께 기기의 소형화,집 화 통신

기술의 발 ,새로운 도물질의 개발 등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작은

크기의 기기나 다양한 형태의 기기가 실화되고 있고,신체에 직

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화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했다(김석기,2015).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단순히 기기의 소형

화 혹은 형태의 변화를 넘어서 IoT(InternetofThings)라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건강,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 연

되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웨어러블 컴퓨터로부터 시작하 는데 MIT에서

최 로 컴퓨터를 이용한 헤드 마운티드 디스 이(Head Mounted

Display)가 개발되었고 이후 다양한 모델의 로토타입 제품들이 연구되

었다.스마트폰이 일반화되기 인 2000년 까지는 PC나 노트북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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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이 맞추어져 있는 듯 보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센서를 통해

자 기기와 연동하는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연구되었다.2006년에는 나

이키(Nike)와 아이팟(iPod)이 합작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이팟에 자

동으로 동기화해 수 있는 스포츠 킷인 Nike+iPod이 개발되었으며,

2007년에는 일상에서의 활동량과 수면량을 모니터링 해주는 밴드형 피트

니스 트래커 핏빗(Fitbit)이 출시되었다.이 듯 재 시장에 출시된 다양

한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웨어러블 컴퓨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들 사이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7-

2.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황

ABI(AlliedBusinessIntelligence)리서치는 2018년에는 세계 으

로 4억 8,500만 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출하될 것이라 측하 으며,

이외 BusinessInsiderIntelligence,IMS리서치 등 여러 시장 조사기

에서도 2016년 이후로 연간 1억 이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하를

측하 다([그림 2-1]).

[그림 2-1]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망 (BusinessIntelligence,2013)

하지만 기업들의 기 와는 달리 한동안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정

체되어 있었다. 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이끌던 액티비티 트래커

(ActivityTracker)제품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주 제품이 밴드

형에서 손목시계형 스마트 워치로 이동하 는데,2012년 출시된 소니의

스마트 워치의 경우 출시 후 곧바로 실패했으며,삼성에서 내놓은 갤럭

시 기어(GalaxyGear)도 디자인과 호환성 문제,기능한계 등으로 소비자

들에게 외면당했다.2014년에 출시된 후속 모델인 갤럭시 기어2(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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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2)와 밴드형 제품인 기어핏(GearFit) 한 일부 얼리어답터들 외에

는 사용하는 소비자가 드물었다.수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이 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품도 시장을 선도하며 주류시장을 형성하지

못하 다[그림 2-2].

[그림 2-2]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측 (KT경제경 연구소,2014)

2015년 이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이 과는 다

르게 캐즘을 벗어나 주류시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분 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었다.2015년 4월 출시된 애 워치는 성능이나 디자인 으

로 가장 진보된 기기로 평가받으며 시장에 정착하 다.애 워치가 이

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차별화된 은 기존 애 서비스와 연동한

랫폼의 확장 뿐 아니라 디자인 속성을 강화하 다는 이다.디지털

용두라는 물리 UX를 구 하여 조 더 시계에 가까운 형태를 가졌으

며,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워치 페이스와 스트랩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

었다. 한 AlexanderWang,MartinMargiela,LouisVuitton,Chanel,

Hermes등 다양한 랜드와의 콜라보 이션을 통해 제품에 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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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강화하 다.이후 출시된 삼성과 LG의 스마트 워치도 시장에

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차 시장이 확 되자 TagHeuer,Guess등 스

마트폰 제조 회사가 아닌 패션 랜드들도 스마트 워치를 독자 으로 출

시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SA(StrategyAnalytic)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

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기 처음으로 스마트 워치 매량이 스 스 시

계 매량을 추월했다.

3.웨어러블 디바이스 발 방향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 까지는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Internet of

People(IoP)사회 다.2010년 를 기 으로 스마트폰,모바일 통신 기술

이 발 하면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InternetofThings(IoT)사회가

도래했고,앞으로 연결의 상과 범 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

(InternetofEverything)’을 넘어 ‘가상세계와 융합된 만물 인터넷 세상

(IntelligentIoE)’으로 확장될 것으로 망된다(하원규,최민석,김수민,

2013).이러한 진화 방향 속에서 사용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시 인 트 드를 넘어 지속 인 성장

산업으로 발 하기 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재

유통 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요 불만 요소는 짧은 배터리 수명,스

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네트워크 범 ,패션성을 살릴 수

없는 디자인 등이 꼽힌다.

배터리 기술은 모바일 컴퓨 기술 유일하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CPU 속도, 장 용량,네트워크 속도 등은 기하 수 기술

(exponentialtechnology)로 불리며 기하 수 성장곡선을 따라왔다

(Paradiso& Starner,2005).이런 기술의 실용 구 에는 배터리 기술

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정체되어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웨어러블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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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우 짧은 배터리 수명으로 인해 항시 착용(alwayson)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의 개발이 개발

자들 사이에서 가장 시 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투자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배터리 수명의 문제는 통신 기술에까지 향을 끼친다. 재 출시되고

있는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력 소비가 은 단거리 네트워크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다.3G 네트워크의 평균 력 소비는 블루투스

의 평균 력 소비보다 최 4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웨어

러블 디바이스가 자체 인 역 네트워크로 독립된 데이터를 송수신하

지 못하므로 스마트폰의 주변 액세서리로만 역할이 제한되는 것이다.최

근 출시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3G네트워크를 사용해 자체 으로 데

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고하지만 기본 으로 배터리 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과의 속도 차이로 그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른 스마트 기기와 가장 차별되는 은 주머니

나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는 기기가 아니라 의복이나 액세서리와 마찬가

지로 몸에 걸치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에 노출된다는 이다.다양한 기

능이 완벽하게 구동된다고 해도 몸에 착용하 을 때 디자인 으로 뒤떨

어진다면 미래에도 주류 시장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세계 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하고,시장의 변 확 를

해서는 제품 기능에 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패션성을 높여 언제든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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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신제품 수용

1. 신의 개념

신(Innovation)에 한 기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Schumpeter(1934)는 신은 ‘사물을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

거나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하고,기술 신,제품 신,공정 신, 매

신을 포함한다고 하 다.그 후에도 신에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졌고,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Rogers(1983)는

신을 ‘개인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아이디어, 행,사물’이라 통칭하고,

신이 되기 해서는 개인이 주 으로 ‘새로운 것’이라 지각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Robertson(1967)은 신을 소비자들의 기존 소비과정에 끼치는 향

정도에 따라 연속 신,동태 연속 신,불연속 신으로 분류하

다.연속 신(continuousinnovation)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형성하

고 있던 소비 패턴을 가장 게 변경하는 신이고,동태 연속 신

(dynamicallycontinuousinnovation)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크게 변형

시키진 않지만 그것을 채택하기 해서는 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이라 하 다.불연속 신(discontinuousinnovation)은 소비자들에게

완 히 새로운 소비 패턴을 요구하는 신이라 했는데,최 의 엔진이나

TV,PC의 출 과 같이 소비자의 행동 양식을 완 히 새롭게 뒤바꿔놓

은 것들을 의미한다.

GarciaandRoger(2002)은 발 을 기술의 발 과 시장의 발 으로 분

류하면서 신 유형을 진 신(radicalinnovation),매우 새로운

신(reallynew innovation), 진 신(incrementalinnovation)으로 분

류하 다. 진 신은 완 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

이 포함된 불연속 신을 의미하며,매우 새로운 신은 기술 는 시

장 하나의 불연속 신이 포함된 신을 일컫는다. 진 신은

기존에 형성된 시장에 기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이익이나 특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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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의 신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단순히 기존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효익을

제공하는 진 신이나,연속 신으로 구분하긴 힘들며,발 된 기

술을 새로운 형태로 구 화 시켰다는 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새로운

신 혹은 동태 연속 신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신제품의 개념

소비자 입장에서 신제품은 신제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앞에서 살펴본 신의 개념에 바탕을 두어 설명 가능하다.신제품

은 다양한 으로 정의되는데 Linda(1991)는 신제품을 기업 과 소

비자 ,시장 으로 나 어 정의하 다.첫째,기업 은 기업에

서 신제품 생산에 새로운 기술,새로운 생산방법,새로운 시장을 용하

는가에 을 맞춘 이다.둘째,소비자 은 신제품이 기존제품

보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이익을 효과 으로 제공하여 주는가에 을

맞추었다.마지막으로 시장 은 신제품이 기존제품과는 다른 신

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이를 소비자들이 지각하고 있는가에 을

맞추었다.기업 에서 본 신제품은 결국 제조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제품으로 간주하는 모든 제품을 총칭할 수 있으며,이러한 신제품은 독

창 인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 제품이 개선되었거나,새로운 시장에 용

된 경우도 포함한다(황민우,2006).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이 신제품이라

선보인 제품이 소비자 에서는 신제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

다.소비자가 그 제품의 기능 속성,외형 속성,상징 속성 등을

단하여 이 제품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제품이라 할

수 없다(김형길,김정희,201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을 소비자

에서 바라 본 신제품이라 한정하고자 한다.

HisrichandPeters(1984)와 KotlerandArmstrong(1989)은 소비자

에서 신제품을 정의하고,신제품이란 소비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지

각되는 제품이라 하 다.본 연구에서 채택한 스마트 워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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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능 유용성’과 ‘패션성’이라는 기존 제품보다

더 나은 이익을 제공해 주며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라 인식 된다.따라서 충분히 신제품이라 정의 할 수 있

을 것이다.

신제품은 기존 제품과는 다른 사용 방식이 요구되며, 신제품을 사

용하는 소비자는 과거의 것을 스스로 진부화 시켜야 한다(Ram &

Sheth,1989;Waddell,2004). 한 신제품을 선택 할 경우 정보가 부

족한 제품을 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신제품 선택 행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들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그 가치가 신제품 수용에 어

떠한 향을 끼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3. 신제품 수용 이론

마 분야에서 소비자가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에 한

연구는 확산과 수용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확산(diffusion)연구

는 제품의 신성에 한 개념을 바탕으로,사회에서 신이 수용되는

과정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표 인 확산 연구로는 Bass

DiffusionModel이 있다.이 모델은 신제품 사용자와 잠재 사용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다(Bass,1969).사용자는 신자

(innovator)와 모방자(imitator)로 구분되며,제품이 받아들여지고 확산되

는 정도는 개인의 신정도(innovativeness)와 모방정도(imitation)에

향을 받는다.

수용 측면에서의 연구는 신제품에 한 개인의 인지와 욕구를 바탕으

로 소비자 개개인이 어떻게 신제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을

맞추었고,제품의 수용 로세스와 이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고자 이루어졌다.

신제품 수용에 한 마 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신 성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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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을 ReallyNew Product(RNP)라 지칭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Lehmann,1994).RNP는 “create,oratleastsubstantiallyexpand,a

categoryratherthanreallocateshareswithinanexistingone”이라 정

의되며 이러한 RNP의 수용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이 소비자는 이미 알고

있는 제품에 한 지식을 통해 신제품을 이해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Ziamou& Gregan-Paxton,1999;Yamauchi& Markman,2000).결국

신제품의 근간이 되는 기존 제품에 한 이해,사 지식 혹은 친숙도가

신제품 수용과정에 있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다.기존에 있는

제품군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신성이 추가된 신제품의 경우 바탕이

되는 제품 카테고리의 특성을 악하는 것은 요한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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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맥락효과 이론

1.맥락효과의 개념

맥락효과(contexteffect)란 사 경험이나 주변 맥락에 따라 자극에

한 지각이 달라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고에서 맥락이란 고와 고

를 둘러싼 환경 분 기 등과의 계나 연 성을 의미하는데(Soldow

& Principe,1981),소비자들은 TV,신문,잡지,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를 통해 고를 하게 되므로 고 맥락은 ‘고 메시지가 달되기

후의 모든 구성요소’라 지칭 할 수 있다.이때 고의 맥락효과는 고가

노출되어지는 환경이 소비자에게 인지 는 감정 으로 향을 끼쳐

고 효과가 달라지는 상을 의미한다(Schumann& Thorson,1990).

고는 다양한 매체 속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제시되므로 고의 맥락

요인들은 고 수용자의 제품 정보 인지 방향을 좌우하여 제품 평가

시 큰 향을 끼친다(Gardner,1983;Yi,1990).

맥락효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한 가지가 범주화 이론이다.

HigginsandKing(1981),WyerandSrull(1981)은 화 패러다임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 정보를 해석하는데 종종 재 활성화 되어있는 특정 지식

구조(개념 혹은 스키마)에 의지한다고 주장하 다. 이것을 범주화

(categorization)라고 한다.다시 말해,정보의 해석은 정보가 처리되는

순간에 어떠한 개념에 가장 근 용이한지에 따라 해석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Srull& Wyer,1980).소비자들은 외부 자극물에 노출 되었을 때

지식 구조 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개념과 련성이 높은 자극물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그 결과 활성화되어 있는 개념과 련성이

높은 자극물에 상 으로 호의 인 평가를 내린다(Stayman,Alden,&

Smith,1992). 고 맥락효과 연구에서 고의 내용과 고맥락간의 일

치성은 인지 인 측면에서 제품 속성에의 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정 인 고효과 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양윤,엄다솜,

2008).속성 근가능성(attributeaccessibility)이 제품 정보 해석을 이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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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을 고려하면 어떠한 것이 속성 근가능성을 결정하는지 아는 것

이 요해 지는데 과거 연구에서 특정 개념에 한 근 가능성은 그 개

념에 한 사 노출 여부로 강화되어 질 수 있음이 밝 졌다(Higgins

& King,1981).많은 고들이 신문,잡지 내의 다양한 컨텐츠,경쟁

고 등과 함께 노출되는데 이러한 고 환경이 특정한 제품 속성들을 활

성화 시킬 수 있고,특정 속성을 강조하는 정보를 한다면 이런 속성은

소비자들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근 가능해진다(Gardner,

1983).결국 특정 속성에 한 근 가능성이 고 속 제품 정보를 다르

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며,이는 결과 으로 랜드 평가에도 향을

끼칠 수 있다(Yi,1990).

2.범주화 이론

제품에 한 태도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로세스에 해 Fishbein

(1963)의 다속성 태도 모델(multi-attributeattitudemodel)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검토하고 각각의 정보를 개별 으

로 평가함으로써 최종 인 단을 내린다고 본다.이 모델은 기본 으로

제품에 한 평가가 제품의 개별 인 속성에 기 해서 이 진다는 것을

가정으로 삼는다. 를 들어 스마트 워치는 기능 유용성과 디자인

심미성,경제성, 랜드 이미지 등 여러 속성 정보에 기반하여 제품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특정 정보에 노출되면 그 정보를 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기

존 스키마(schema)와 연 시켜 지각하게 된다.MervisandRosch(1981)

는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지식구조에 포함시킬 때 이를 체계 으

로 정돈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겨나는데 이는 매우 순간 이고 무의식

으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어떤 신제품에 한 정보를 받게 되면 사람

들은 그 제품에 한 불명확한 이해 상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정돈하고자 하는데,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지식구조

에 기반하여 히 분류시킨다는 것이다.여기서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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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사화(similarity)와 차별화(discrimination)가 사용된다.유사화는

같진 않지만 비슷한 정보를 동일한 지각 범주(perceptualcategory)

로 분류하는 것이며,차별화는 기존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주어진 정보

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이다(홍성태,강명선,1993).이때 새로운 자극이

특정 범주로 분류되면,그 자극은 개별 인 속성에 기 해 독특한 것으

로 기억되기보다는 특정한 범주에 기반해 지각된다.이러한 근이 범주

화 근(categorizationapproach)이다(Sujan,1985).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들의 요한 심사항이다.제품 해석은 보통 외 정보 노출을 통

해 이루어지지만,이미 알고 있는 역에서 새로운 역으로 정보가

이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Gregan-Paxton & John,

1997).범주화 근에 따르면 소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제품에 한 일종의 기 를 갖는다.사람들은 특정 제품이 어떤

범주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기 하는 성과가 변하며,이러한 범주화는 기

존 정보인 소비자 지식(consumerknowledge)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Sujan,1985).Moreauetal.(2001)은 제품 범주화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두 가지로 용 가능한 제품군 표시에 연속 으로 노출되었

을 때 먼 제공된 제품군에 의존하여 신제품을 범주화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품의 포지셔닝 략 수립 시 가장 요한 기 은 이 제품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소비자 인식 속에 어떻게 지각되도록 하느냐다.이러한

문제는 마 과 고활동의 요한 과제가 된다.많은 신제품은 다양

한 기존 제품군과 특성을 나 어 갖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받

아들이기 해서 어떤 제품군으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

하는 것은 마 터 입장에서 매우 요한 일이다.특히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경우 단기간 내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가 힘들고,기존 제품군이 구

축한 생태계에 편승해서 기반 확보를 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

에 기존 제품군과는 독립 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한다.나아가 결국에는

기존 제품군 안에서 유율을 나 기보다 새로운 제품군을 형성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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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마트 워치에 한 표상

(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 방법에 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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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고소구

1. 고소구의 정의

고소구(appeal)란 고물을 통해 특정 소비자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호소하는 방법이라 정의되며,소비자에게 고의 내용과 고 컨셉을 효

과 으로 달하기 해 표 방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송 섭,이

룡,1988). 고소구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Wells,

Burnett,andMoriarty(1995)는 소비자들이 지닌 욕구를 자극하여 심

을 높임으로써 고물에 한 소비자 반응에 향을 끼치는 것을 고소

구라 정의하 다.김 성(1993)은 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특정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태도에

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노력이라 하 다.쉽게 말해 고소구는

고 메시지의 주장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식이며,가장 효

과 인 고소구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동기에 기반을 둔

형태여야 한다.

2. 고소구의 유형

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하나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달형 고이고,다른 하나는 제품에

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제품사용 경험이나 랜드의 느낌,분 기를

제공하는 이미지 고이다(Golden& Johnson,1983;Lautman& Percy,

1984;Pechman& Stewart,1990).수많은 고 유형 분류 연구에서는

제각각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었는데 사실 메시지와 평가 메시지

(Holbrook,1978),주 주장과 객 주장(Cohen,1972),사고형

(thinking) 고와 느낌형(feeling) 고(Zielske, 1982; Golden &

Johnson,1983),정보(informational) 고와 이(transformational) 고

(Puto & Wells,1984),속성 심 고와 이익지향 고(Laut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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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y,1984)등이 그것이다.

고에서 소비자의 이성 단에 소구하는 방식을 이성 소구

(rationalappeal),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감성 소구(emotional

appeal)라 한다. 에서 언 한 고 유형 분류 방법은 모두 이성 소

구,감성 소구 분류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두 고소구 유형은 각

기 다른 장․단 을 가지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효과 이다(Liu &

Stout,1987).소비자는 고에 노출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

에 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태도를 형성하는 소비자 반응은

인지 반응과 감정 반응으로 나뉜다(Petty,Cacioppo,& Schumann,

1983;Batra& Ray,1985).BatraandRay(1985)는 메시지에 한 정보

가 많은 고는 그것이 은 고에 비해 지지주장(supportargument)이

나 반박주장(counterargument)과 같은 인지 반응이 더 나타나며,그

반 의 경우 감정 반응이 더 나타난다고 밝혔다. Edell and

Burke(1987)는 고 유형에 따라 인지 반응과 감정 반응이 고태도

에 미치는 향력을 비교하여 두 반응의 향력이 다름을 보 다.감성

소구 고에서는 고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감정 반응이 인지 반

응보다 더 큰 향을 끼쳤다.

1)이성 소구

이성 소구(rationalappeal)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해 느끼

는 실용 ,기능 ,효용 욕구에 을 두어 제품의 특성이나 효익,

사용하는 이유 등을 강조하는 소구이다(Choi& Thorson,1983).커뮤니

이터가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결론을 주장할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논리 인 자료들을 제시해 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 그 주장

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오환,1995).흔히,이성

소구를 정보 제공형 소구라고도 하는데 소비자는 정보를 사실 이고

논리 인 방법으로 제시해주는 고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구별하여 이

성 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따라서 이성 소구를 이용한 고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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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들은 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 그 자체에 주안 을 두어 제

품 서비스의 독특한 특징,경쟁 우월성,합리 가격 등을 보다 구

체 으로 제공해야 한다.

2)감성 소구

감성 소구(emotionalappeal)는 소비자의 감정 는 정서에 호소하

게 되는데,소비자의 심리 ․사회 ․상징 욕구에 을 맞춘다(변

상은,김인숙,1999).제품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감정은 때로 구체

인 정보보다 더 요할 때가 있으며(Ray& Batra,1983),이성 인 근

거에 의한 차별화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 감성 소구 고가 보다 효과

이다.감성 소구 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즐거움,행복감,따뜻함 놀라움 등의 감정 편익을 고를

통해 달하고자 한다(박충환,오세조,김동훈,2002).Kotler(1994)는 감

성 소구를 정 인 소구와 부정 인 소구로 나 어 분류하 다. 정

인 감성 소구 고는 제품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정 감정을 강조하며,이러한 감정들이 형성되면 제품이나 랜

드에 한 평가에도 정 인 향을 끼치게 된다.이와는 반 로 부정

감성 소구 고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부정 인

결과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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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마트 워치의 고소구 유형

재까지 국내 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에 한 연구는 무하다.

스마트 워치 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 고효과에 한 연구는 시기상조라 생각되었을 것이다.

한 스마트 워치 단독으로 고가 이루어지기보다 스마트폰에 부가된

액세서리로 개념화되어 스마트폰과 함께 제시되는 형태로 고가 이루어

졌다.

스마트 워치 제품군과 가장 비슷한 스마트폰의 고에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박일권(2014)은 삼성과 애 두 랜드의 고사례를 분석

하여 시 별 특징을 분류하 다.이 연구에서는 고사례의 특징을 기,

과도기, 재로 분류하여 기 기기 기능 심 고에서 재 사용자

심 고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디바이스의 격한 기술

발 속도로 인해 랜드 간의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차별화가 어려워지

면서 지식이나 정보 달 기반의 이성 소구 고보다 정서 공감 를

형성하는 감성 소구 고로의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스마트 워치는 시장 도입 단계 제품으로 기능 ,효용 욕구를 자극

하는 기기 기능 심의 고에서부터 사용자 경험에 한 감성

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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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스마트 워치를 패션 액세서리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지, 자제품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지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우선 으로 고려하는 속성이 달라지는지 밝히고,그에 따라 스

마트 워치 고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본 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의 이론 고찰을 토 로 구체 인 연구문제들

을 설정하고,연구모형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연구문제

스마트 워치 제조사들은 패션성과 기능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강력

한 소구를 활용하여 스마트 워치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구매를 설

득하는 략을 수행하고 있다.스마트 워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감성 욕구를 변하는 패션성 소구와 이성 욕구를 변하는 기능성

소구를 나 어 스마트 워치에 한 해석 수용 태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 실무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에 한 해석이

변하고,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에 따른 고 효과 차이는 화맥락

일치성에 따라 조 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 앞서 논의한 맥락효과(contexteffect)연구에 따르면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은 타겟 정보를 평가할 때 소비자가 그 에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해당 타겟 정보의 해석이 달라진다(윤성아,1998).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가 ‘워치’라는 패션 액세서리와 ‘스마트’라는 스마

트 자제품으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 범주화 이 에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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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패션 정보에 노출되었던 소비자들

은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으로 범주화할 것이며, 자제품 정보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으로 범주화할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 워치를 어떤 제품 맥락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달라질 것이라 상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화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문제 1-1.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

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기능 속성보다 디자인 속성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다.

연구문제 1-2.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

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디자인 속성보다 기능 속성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화맥락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스마트 워

치 고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스마트 워치 고는 디자인이라는

패션성과 다양한 기능의 탑재라는 기능성 소구를 활용하여 고 략을

실행하고 있다. 고의 내용과 화맥락 간의 일치성은 정 인 고

효과의 유발이 가능하다는 화맥락의 일치성 효과를 용하여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기능성 소구의 스마트 워

치 고보다 패션성 소구의 스마트 워치 고를 더 효과 이라 평가하

며,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기능성 소구의 스마트 워치

고를 보다 더 효과 으로 평가할 것이라 상된다.

연구문제 2. 화맥락 일치성에 따라 스마트 워치 고 효과가 달

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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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들에게 디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기능성 소

구 스마트 워치 고보다 더 효과 일 것이다.

연구문제 2-2.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강조한 기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패

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보다 더 효과 일 것이다.

제 2 연구모형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화맥락이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을 변화시키는지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

의 모형을 구성하 다.

[그림 3-1]연구문제 1연구모형

다음으로 화맥락의 일치성을 매개로 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에

따른 고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문제 2의 모형을 구성하 다.연구문제 2

의 개념 모형은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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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연구문제 2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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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방법 차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본 장에서는 실험 설계 자

극물 선정 등을 포함한 구체 인 실험 과정에 해 살펴보고,설문조사

를 한 측정도구의 구성과 자료수집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제 1 실험 설계 차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스마트 워치에 한 화맥락과 스마트

워치 고 간의 맥락 일치성에 따른 고 효과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실험 참가자 집단을 스마트 워치 화맥락(패션제품 vs. 자제

품)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집단 간 설계)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기능 주의 기능성 소구 고 vs.디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고)에 따라 나 어진 두 개의 고 동 상을 시청하게 했다(집단 내 설

계)([표 4-1]).

[표 4-1]실험 집단 유형

실험 유형 분류
스마트 워치 고 소구 유형

기능성 패션성

화맥락

패션제품 실험 집단 1

자제품 실험 집단 2

실험은 통제된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설문 실험으로 진행

되었다.먼 실험 참가자들이 스마트 워치를 의도한 맥락에서 생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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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화시키기 해 잡지를 보는 환경으로 조작하 는데 패션 제품 맥락

화 집단에서는 패션 잡지에서 추출한 12장의 잡지 사진을, 자 제품

맥락 화 집단에서는 자 기기 련 잡지에서 추출한 12장의 사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볼 수 있도록 설정하 다.이후 연구문제

1의 검증을 해 스마트 워치 구매를 고려하는 이라 가정 한 후 구매

시 생각하는 스마트 워치 요 속성 순 를 매기도록 요구하 다. 한

구매 시 고려하는 요 속성 차이가 실제 스마트 워치 선택 조건에서 반

되는지 검증해보기 해 두 조건의 스마트 워치를 제시하고(디자인 속

성 우월 제품 vs.기능 속성 우월 제품)두 제품의 선호도 문항에 응답

하도록 제시하 다.이어서 연구문제 2의 검증을 해 디자인 주의 패

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와 기능 주의 기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를 보고,각각의 고 효과에 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

었다.두 종류의 고에 한 시청 순서가 결과에 향을 수도 있다

는 을 고려해 고 시청 순서는 랜덤으로 조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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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극물 구성

1. 화 맥락 조작

실험 참가자들이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 혹은 자제품 맥락

안에서 생각하도록 조작하기 해 잡지를 보는 환경을 제시하 다.스마

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으로 생각하게 조작하는 환경에서는 유명한 패

션 잡지인 보그(VOGUE)에서 발췌한 12장의 사진을 보도록 요청하 고

([그림 4-1],출처 :http://www.vogue.co.kr),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하

도록 조작한 환경에서는 자 기기 문 잡지인 PC매거진(PC

MAGAZINE)에서 발췌한 12장의 사진을 보도록 요청하 다([그림 4-2],

출처 :http://www.pcmag.com).

본 조사에 앞서 자극물 선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검하기 해 리

테스트를 실시하 다.조사 상자 20명에게 각각 12장 씩 총 24장의 사

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들이 어느 종류의 잡지에서 발췌했다고 생각하는

지 기입하도록 하 다.20명 모두 보그에서 발췌한 사진은 패션 잡지라

응답하 고,PC 매거진에서 발췌한 사진은 자 제품과 련된 잡지라

응답하여 자극물 선정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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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패션 잡지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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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자 기기 문 잡지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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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자인 혹은 기능 속성 우월 제품 조작

맥락 화 이후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의 차이가 실제로 스마트

워치 선택 조건에 향을 끼치는지 다시 검증하기 해 디자인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와 기능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를 제시하여 두

제품에 한 상 선호도를 측정하 다.

자극물로 스마트 워치 사진과 각각의 옵션을 제시하는데 스마트 워치

A는 기능 속성(보증기간,배터리 지속 시간,방수 기능)이 우월한 조

건이며,스마트 워치 B는 디자인 속성(워치 페이스 디자인,스트랩 종류

색상)이 우월한 조건으로 조작하 고,두 스마트 워치의 가격은 동일

하다고 설정하 다([그림 4-3]).

자극물의 조작에 한 검을 해 20명의 학원생에게 두 스마트

워치 하나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그 선택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

다.그 후 선택 결정을 스마트 워치의 심미 스펙에 기 하여 내렸는지

기능 스펙에 기 하여 내렸는지 응답하도록 했더니 스마트 워치 A를

선택한 참여자는 상 으로 기능 스펙에 기 하여,스마트 워치 B를

선택한 참여자는 심미 스펙에 기 하여 선택 결정을 내렸다고 응답하

여 두 스마트 워치의 우월 속성 조작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단,기능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 A를 선택한 응답자가 디자인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 B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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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기능 vs.디자인 속성 우월 조건의 스마트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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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마트 워치 고 조작

스마트 워치 고는 스마트 워치의 디자인을 강조한 패션성 소구

고와 다양한 기능의 탑재를 강조한 기능성 소구 고 두 가지를 제작하

다.실험에 사용한 제품은 2015년 9월 2일 출시되어 국내에 매되고

있는 삼성 자의 삼성 기어 S2(SamsungGearS2)로 선정하 다.자극

물은 삼성 기어 S2(SamsungGearS2)제품의 실제 동 상 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 다.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동 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 (YouTube)내 삼성 모바일(SamsungMobile)공식 페

이지의 ‘SamsungGearS2:OfficialTVC1)’ 고를 수정 보완하 고,기

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같은 페이지 내 ‘Samsung GearS2:

OfficialUnboxing2)’ 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 다. 랜드 이름 노

출에 따른 향을 제거하기 해 고 내 랜드 노출 부분은 모두 제거

하 으며,두 고 모두 30 의 러닝타임을 가지도록 제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두 고가 각각 패션성 기능성을 소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두 자극물에 한 리테스트를 실시하 다.총 20명의

실험 참여자에게 두 동 상 고를 보여주고 각 고마다 스마트 워치의

어떤 속성을 강조하는 고라고 생각하는지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 다(1 :기능 vs.7 :디자인).그 결과 패션성 소구 고의 경

우 M=6.13,SD=.656의 결과값을,기능성 소구 고의 경우 M=2.69,

SD=1.348의 결과값을 나타내 두 고의 소구 유형이 뚜렷하게 나눠졌다

는 것을 확인하 다.

1)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hr0x6G3cL4
2)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OHcBd8P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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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측정항목의 구성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극물을 제외하고 총 23개 문항

으로 구성하 다.크게 화맥락의 조작을 검하는 문항과,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 순 문항,디자인 속성 우월 제품과 기능

속성 우월 제품에 한 상 선호도,두 가지 소구 유형 고 시청 후

각각의 고효과,인구통계학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 4-2]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성 측정내용 문항수 측정 방법

Ⅰ 구매 고려 우선 속성 순 1 서열 척도

Ⅱ 두 옵션 제품 상 선호도 1 7 리커트 척도

Ⅲ

기능성 소구

고효과

고태도 2

7 리커트 척도제품태도 3

구매의도 3

지불용의 1 기술형

패션성 소구

고효과

고태도 2

7 리커트 척도제품태도 3

구매의도 3

지불용의 1 기술형

Ⅳ 인구통계학 특성 3 선다형/기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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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매 고려 우선 속성 순

실험 참여자들이 스마트 워치를 연구자가 의도한 맥락 내에서 생각하

도록 화 시킨 후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요 속성에 해 우

선순 를 매기도록 문항을 구성하 다.

이에 앞서 소비자들이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스마트 워치

의 어떤 속성들을 고려하는지 살펴보기 해 실험 참가자 40명을 상으

로 비 조사를 실시하 다.실험 참여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스마트

워치 구매를 고려하는 이라 가정하고,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스마트 워치의 요 속성들을 모두 나열해 달라고 요구하는

attribute-elicitationtask를 수행하 다.그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

트 워치 구매 시 주로 고려하는 속성을 다섯 가지(디자인,기능,가격,

랜드,기타)로 구분하 다([그림 4-4]).하지만 여기서 기타로 구분된

속성들은 디자인과 기능에 의한 결과론 인 속성들이거나 어느 한 속성

으로 뚜렷하게 포 되어지지 않는 속성들이어서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을 것이라 단,기타 속성을 제거하고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주요 속성에 한 설문 문항은 네 가지(디자인,기능,

가격, 랜드)로 구성하여 제시하 다.그리고 피험자로 하여 각자 네

속성에 해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우선 으로 고려하는 속성을 순 로써

나타내도록 하 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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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 속성 인지맵

[표 4-3]구매 고려 우선 속성 순 척도

변수 문항내용

구매 고려

우선 속성 순

만일 귀하께서 스마트 워치 구매를 고려하는 이라고 가

정한다면,스마트 워치 구매 시 주로 고려하게 되는 다음

4가지의 스마트 워치 속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에 따

라 서열 번호를 매겨 주시기 바립니다.

1.디자인 :

( )

2.기능 :

( )

3.가격 :

( )

4. 랜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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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옵션 제품 상 선호도

상 으로 각각 디자인과 기능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를 보여

후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 다.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 은 ‘스마트 워치 A를 더 선

호한다’,7 은 ‘스마트 워치 B를 더 선호한다’로 구성하고,두 옵션의 스

마트 워치에 한 상 인 선호도를 측정하 다.

[표 4-4]두 옵션 제품에 한 상 선호도 척도

변수 문항내용

제품에 한

상 선호도

에서 제시된 두 스마트 워치(스마트 워치 A,스마트 워

치 B)는 동일한 가격으로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제품입

니다.두 스마트 워치의 스펙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

으로 선호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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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효과

두 가지 소구 유형의 스마트 워치 고에 한 효과측정을 한 변수

로 고 태도,제품 태도,구매의도,지불용의 가격을 설정하 다.

고에 한 태도는 ‘특정 고 자극에 해 호의 이거나 혹은 비호

의 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라 정의 내려지며(Lutz,Mackenzie,&

Belch,1983),제품에 한 태도 구매의도에 까지 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로 알려져 있다(Mackenzie,Lutz,& Belch,1986). 고 태도는 기존

연구(Lutz,Mackenzie,& Belch,1983)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고에 ‘호감이 간다’,‘흥미롭다’2문항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1 =‘ 그 지 않다’,7 =‘매우 그 다’).

제품 태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해 반 으로 느끼는 호의 혹은

비호의 인 반응으로(Mackenzie,Lutz,& Belch,1986),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제품이 ‘좋아 보인다’,‘마음에 든다’,‘호감이

간다’의 3가지 문항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1 =‘ 그 지

않다’,7 =‘매우 그 다’).

구매의도는 고를 한 소비자가 고된 제품을 사야 할 상황에 직

면했을 때 그 제품을 살 의향으로 정의하고(Kamins& Marks,1987),선

행 연구의 구매의도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구매를 고려해보겠다’,

‘제품정보를 탐색해 보겠다’,‘사고 싶다’의 3가지 문항,7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 다(1 =‘ 그 지 않다’,7 =‘매우 그 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고된 제품에 한 지불용의가격(Willing

topay)를 기술하도록 문항을 구성하 다. 고효과에 한 문항 구성은

다음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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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고 효과 측정문항 출처

변수 문항내용 출처

고태도

나는 이 고에 호감이 간다.
Lutz,

Mackenzie,&

Belch(1983)
나는 이 고가 흥미롭다.

제품태도

나는 이 제품이 좋아보인다. Mackenzie,

Lutz,& Belch,

(1986)

나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

나는 이 제품에 호감이 간다.

구매의도

나는 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해 보겠다.

Kamins&

Marks(1987)
나는 이 제품의 정보를 더 탐색해 보겠다.

나는 이 제품이 사고 싶다.

지불용의

귀하가 만약 앞에서 고된 제품을 구매하

신다면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

니까?

4.인구통계학 특성

인구통계학 특성 문항은 성별,연령,최종학력 련 문항에 해 기

술형식과 선다형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인구통계학 특성은 추

후 실험 유형별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는 목 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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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자료수집 분석방법

1.자료의 수집과 표본구성

본 연구의 실험은 주변 환경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2016년 5월 25일부

터 5월 31일까지 7일 동안 20-30 소비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 응

답 방식을 통해 실시되었다.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내 게시 을 통해 연구자가 직 연구 참

여자를 모집하 고,이를 통해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은

화 맥락에 따라 나 두 가지 유형의 설문에 무작 로 할당되었다.실

험 참여자들에게는 먼 고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연구 자

료 수집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제작된 설문지 구성 순서에

따라 화 조작을 한 후 고 동 상 두 가지를 시청하는 순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자료수집 결과 총 102부가 회수되었는데 스마트 워치 사용 경험이 있

다고 밝힌 두 명의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1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유형별 샘 수는 [표 4-6]과 같다.

[표 4-6]최종분석에 사용된 샘 수

설문지 유형
화맥락

패션제품 자제품

샘 수 (명) 51 49

합계 (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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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 4-7]과 같다.남자

는 35명,여자는 65명이 설문에 참여하 으며,교내 모집 특성 상 20 가

90%로 다수를 차지했고,최종 학력도 학교 재학생이 66%로 가장

많았다.

[표 4-7]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5 35%

여 65 65%

나이
20 90 90%

30 10 10%

최종 학력

학교 재학 66 66%

학교 졸업 32 32%

학원 재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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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수집된 응답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 처리하 다.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의 기본 인 빈도

분석을 비롯하여,  검정,신뢰도 분석,t-검정,Friedman 검정,

Wilcoxon부호-서열 검정 등을 사용하 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빈도분

석을 실시하고,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 다.

한 집단 간 동질성 확보를 해  검정을 시행하 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해 비모수 통계기법인 Friedman검정을 실

시하여 화 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요 속성 순서

가 달라지는지 확인하 으며,Friedman검정 결과의 사후 분석을 해

Wilcoxon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하 다.두 옵션 스마트 워치에 한

상 선호도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 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해 화 맥락에 따른 고 효과 차이는

응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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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한 정량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설문 유형에 따른 표본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고,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한다.다음으로 연구문제 1인

화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연구문제 2인 스마트 워치 고 소구와 화맥락의 일치성에

따라 스마트 워치 고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제 1 표본 동질성 측정도구 검증

1.표본 동질성 검증

두 가지 설문지 유형에 따라 연구 참여자 집단이 표본의 동질성에 있

어 서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해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 다.응

답자 집단 간 인구통계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성별,연령,최종학

력에 해 검증을 진행하 다.검증 결과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통계 특성에 있어서 설문지 유형에 따른 두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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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설문지 유형에 따른 두 표본 동질성 검정 결과

항목 세부범주
실험

유형 1

실험

유형 2
 p

성별

남
빈도 20 15

.813 .367
기 빈도 17.9 17.2

여
빈도 31 34

기 빈도 33.2 31.9

나이

20
빈도 46 44

.004 .947
기 빈도 45.9 44.1

30
빈도 5 5

기 빈도 5.1 4.9

최종

학력

학교 재학
빈도 34 32

.021 .990

기 빈도 33.7 32.3

학교 졸업
빈도 16 16

기 빈도 16.3 15.7

학원 재학
빈도 1 1

기 빈도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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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고 효과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신뢰성은 측정변수들 간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한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를 도출하여 확인하 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고 효과 측정 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870이

상으로 높아 측정 문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 임을 확인하 다([표

5-2]).

[표 5-2] 고 효과 측정 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문항 고 소구 유형 Cronbach’sα

고태도
기능성 .870

패션성 .886

제품태도
기능성 .909

패션성 .874

구매의도
기능성 .908

패션성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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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문제 검증

본 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제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먼 화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1

을 검증하기 해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우선 으로 고려하는 4가지 속성

순 데이터를 리드만 검정(FriedmanTest)을 통해 분석해 보고,사후

검정을 해 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했다. 한 구매 시 고려하는

요 속성 변화가 실제로 스마트 워치를 선택하는 조건에서 반 되어

향을 끼치는지 재검증하 다. 화맥락 일치성에 따라 스마트 워치 고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2검증을 해서 화맥락에 따라 응

답자를 두 집단으로 나 고 각 집단별로 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

의 효과 측정 데이터와 기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의 효과 측정 데이

터에 해 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 다.

1.연구문제 1검증

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화맥락에 따라 달

라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1아래,‘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

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기능 속성보다 디자인 속성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1-1과 ‘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

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디자인 속성보다 기능

속성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1-2를 검증하 다.

우선 패션 잡지 이미지를 본 후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

각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속성으로 디자인

(평균 순 1.94)을 꼽았으며,가격(평균 순 2.31),기능(평균 순

2.51), 랜드(평균 순 3.24)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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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패션제품 맥락)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요 속성 순

구매 시 고려 속성 평균 순 속성 순

디자인 1.94 1

기능 2.51 3

가격 2.31 2

랜드 3.24 4

4가지 속성에 한 서열 순 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리드

만 검정을 한 결과는 [표 5-4]과 같다.검정 결과 은 27.165이고,

p-value(유의확률)는 .000으로서 4가지 속성에 한 서열 순 에는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패션제품 맥락)Friedman검정 결과

N 51

카이제곱 27.165

자유도 3

유의확률 .000

이후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

치 구매 시 기능 속성보다 디자인 속성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1-1을 검증하기 하여 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통한 사후분석(Post-hocAnalysis)을 실행하 다.

콕슨 부호-서열 검정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 값 차이의

부호와 크기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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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응답자 51명 스마트 워치 구매 고려 시 기능보다 디자

인 속성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33명이었으며,디자인보다 기

능 속성을 우선시 하는 응답자는 18명이었다. 한 디자인과 기능 속성

에 한 선호 순서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측되어(z3)

=-2.495,p=.013)연구문제 1-1이 통계 으로 지지되었다.

자 기기 문 잡지 이미지를 본 후 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

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디자인(평균 순 2.24),기

능(평균 순 2.31), 랜드(평균 순 2.57),가격(평균 순 2.88)순으

로 스마트 워치 속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표 5-5]( 자제품 맥락)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요 속성 순

구매 시 고려 속성 평균 순 속성 순

디자인 2.24 1

기능 2.31 2

가격 2.88 4

랜드 2.57 3

4가지 속성에 한 서열 순 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리드

만 검정을 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검정 결과 은 7.359이고,

p-value(유의확률)는 .061으로 4가지 속성에 한 서열 순 에는 차이가

한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다(p<.10).

3) 콕슨 부호-서열 검정 통계량은 Z검정 통계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Z분포

에 근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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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자제품 맥락)Friedman검증 결과

N 49

카이제곱 7.359

자유도 3

근사 유의확률 .061

연구문제 1-2를 검증하기 해 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통한 사후분석(Post-hocAnalysis)을 실시하 다.

검정 결과 디자인과 기능 속성 선호 순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z=-.265,p=.791).따라서 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디자인 속성보다 기능 속성을 우선 으

로 고려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1-2는 통계 으로 지지되지 못하 다.

하지만 연구문제 1-1검증 결과와 연구문제 1-2검증 결과를 비교해

보면 화 맥락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

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아가 맥락 화 이후에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의 변화가 실제

로 스마트 워치 선택 조건에서 선택 결정에 향을 끼치는지 검증해 보

았다.실험 참여자들에게 디자인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스마트 워

치 B)와 기능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스마트 워치 A)를 제시하고

두 제품에 한 상 선호도를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1 ’=스

마트 워치 A를 더 선호한다,‘7 ’=스마트 워치 B를 더 선호한다).스마

트 워치를 패션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들과 자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들의 두 스마트 워치에 한 선호도를 t-test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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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화맥락에 따른 스마트 워치 A/B상 선호도 t-test결과

측정변수 응변수 N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상

선호도

패션제품

맥락
51 3.90 1.847

2.340 98 .021
자제품

맥락
49 3.02 1.920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스마트 워치 A는 스마트 워치 B보다 기

능 속성이 우월한 제품이며,스마트 워치 B는 스마트 워치 A 보다 디

자인 속성이 우월한 제품이다.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두 제품에

한 상 선호도를 측정하 는데 1 에 가까울수록 상 으로 스마

트 워치 A를 더 선호하는 것이며,7 에 가까울수록 스마트 워치 B를

더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스마트 워치를 패션 제품 맥락에서 생각

한 응답자들의 상 선호도 수는 3.90이었으며 자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들의 상 선호도 수는 3.02로 나타났다.두 집단의 선

호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해 t-검

정을 시행한 결과 상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t=2.340,

p=.021).따라서 스마트 워치를 패션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상

선호도=3.90)는 자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상 선호도

=3.02)보다 디자인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 B를 상 으로 더 선호

함을 알 수 있다.이로써 화 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

는 우선 속성이 달라짐을 재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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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2검증

두 번째로 화맥락 일치성에 따라 스마트 워치 고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2아래,‘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디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기능성 소

구 스마트 워치 고보다 더 효과 일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2-1과 ‘스

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강조한 기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

보다 더 효과 일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2-2를 검증하 다.

맥락 화 이후 설문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소구 유형의 스마트 워치

고 동 상을 보여 후 그 고효과( 고태도,제품태도,구매의도,지

불용의가격)에 해 응답하도록 했다.설문 참여자들은 디자인 속성을

강조한 패션성 소구 고와 다양한 기능을 강조한 기능성 소구 고를

모두 보고,각각의 고에 한 고효과 문항에 응답하 다. 고 제시

순서가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하여 고 시청

순서는 랜덤으로 배열하 다.

먼 스마트 워치를 패션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들의 두 소구

유형 고에 한 태도 비교를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고,그

결과는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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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패션제품 맥락) 고 유형에 따른 고효과 응표본 t-test결과

측정변수 응변수 N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고태도

기능

고
51

4.71 1.246

3.787 50 .521
디자인

고
4.83 1.125

제품태도

기능

고
51

4.72 1.025

4.490 50 .616
디자인

고
4.80 .948

구매의도

기능

고
51

4.16 1.410

4.548 50 .582
디자인

고
4.27 1.411

지불용의

가격

기능

고
51

20.51 14.863

4.521 50 .873
디자인

고
20.73 15.878

분석 결과 스마트 워치를 패션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소비자들은 기

능 주의 기능성 소구 고에 비해 디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고의

고 효과를 더 높이 지각하긴 했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

았다( 고태도 :t=3,787,p=.521,제품태도 :t=4.490,p=.616,구매의도 :

t=4.548,p=.582,지불용의가격 :t=4.521,p=.873).따라서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디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기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보다 더 효과 일 것

이다’라는 연구문제 2-1의 가설은 통계 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스마트 워치를 자 제품 맥락에서 생각한 응답자들의 두

유형 고에 한 태도 비교 결과를 분석하 다. 고 태도에 있어서 기

능성 소구 고에 한 선호도(기능=5.49,SD=1.053)는 패션성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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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한 선호도(디자인=4.63,SD=1.4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

이 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787,p<.001).제품 태도 한 같

은 제품에 해 기능성 소구 고를 보고 난 후의 제품에 한 선호도

(기능=5.48,SD=1.028)가 패션성 소구 고를 보고 난 후의 제품에 한

선호도(디자인=4.60,SD=1.316)보다 높게 나타났고,그 차이도 유의했다

(t=4.490,p<.001). 고 속 제품에 한 구매 의도를 살펴보면 기능성 소

구 고를 보고 난 후가 패션성 소구 고를 보고 난 후보다 높았다

(기능=4.82> 디자인=3.96,p<.001). 고 속 스마트 워치에 한 지불

용의가격은 기능성 소구 고를 보고 난 후가 29만 1000원으로 나타났

고,패션성 소구 고를 보고 난 후는 22만 3500원으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했다(t=4.521,p<.001).그 요약 결과가 다음의 [표 5-9]와 같

다.이 게 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다

양한 기능을 강조한 기능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는 패션성 소구 스마

트 워치 고보다 더 효과 일 것이라는 연구문제 2-2의 가설은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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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자제품 맥락) 고 유형에 따른 고효과 응표본 t-test결과

측정변수 응변수 N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고태도

기능

고
49

5.49 1.053

3.787 48 .000
디자인

고
4.63 1.432

제품태도

기능

고
49

5.48 1.028

4.490 48 .000
디자인

고
4.60 1.316

구매의도

기능

고
49

4.82 1.257

4.548 48 .000
디자인

고
3.96 1.536

지불용의

가격

기능

고
49

29.10 21.964

4.521 48 .000
디자인

고
22.35 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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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논의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능 인 유용성’과 ‘심미 측면의 패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 워치에 한 소비자의 해석이 스

마트 워치를 어떤 속성 맥락으로 먼 범주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하 다. 한 스마트 워치 고를 기능 인 속성을 강조한

고와 디자인 인 패션 속성을 강조한 고 유형으로 나 어 고 내용

과 주변 맥락 간의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해 스마트 워치를 자 제품 혹은

패션 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도록 조작하 고, 화 맥락 조작에 따라 스

마트 워치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 다.나

아가 스마트 워치 고를 두 유형으로 나 어 설문 참여자들에게 제시하

고 두 고에 한 고 효과를 측정하여 화 맥락 간의 일치성 효과를

검증하 다.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을 토 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도록 조작된 집단의 응

답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스마트 워치의 4가지 요 속성(디자인,

기능,가격, 랜드) 디자인 속성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속성이 가격이었으며,기능, 랜드 속

성이 그 뒤를 이었다.패션성과 기능성이 스마트 워치의 가장 큰 두 속

성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패션 잡지를 보는 것만으로 스마트 워치

를 ‘자 기기’보다는 ‘패션 액세서리’에 가깝게 인지하도록 소비자 인식

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실제로 스마트 워치를 패션 제

품 맥락으로 범주화한 소비자는 스마트 워치를 자 제품 맥락으로 범주

화한 소비자보다 디자인 속성이 우월한 스마트 워치를 기능 속성이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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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 워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2에서는 상했던 가설과는 다르게 스마트 워치를 자제

품 맥락에서 생각하도록 조작된 집단의 응답자들은 디자인과 기능 속성

고려 순서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단지 스마트 워치를 자제

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어느 디자인 속

성과 기능 속성 한 가지를 우선 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두 속성을 모

두 고려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화 맥락과 고 내용에 따른 화 맥락 일치성 효과 검증 결

과,스마트 워치를 자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응답자는 디자인 주의

패션성 소구 고보다 기능 주의 기능성 소구 고에 더 우호 인 태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태도 뿐 아니라 고 내 제품에

한 평가,구매 의도,지불용의가격 모두 높게 나타났다.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 워치를 범주화하는 범주화 조건에 따라 스마트 워치에 한 고

반응과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때 고 맥락 환경에 따

라 달라지는 소비자의 스마트 워치에 한 해석과 고 속에서 강조된

제품 특징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고에 해 더욱 호의 인 반응을 보인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 워치를 패션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두

고에 한 태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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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논의 시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술 업계와 패션 업계에서 모두 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기술의 발달로 신제품이 다양한 수 으로 시장에 소개되

고 있는 재 시장 내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패션’이라는 화두가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언 되고 있다.이러한 흐름을 살펴볼 때 웨어러블 디바

이스는 디지털 기술에 더해 옷이나 액세서리처럼 사람들이 인체에 가장

착된 형태로 착용한다는 에서 패션 지향 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

다.많은 기술 지향 신제품이 시장에서 외면되었고,단순히 기계 이

상의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달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패션성에서 찾고

있다.실제로 최근에 출시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 업계의 행보를 보

면 패션 에서 먼 소비자의 심을 끌면서 그 에 기술 유용성

을 더하는 모양새로 시장을 확 해 나가고 있다.소비자가 패션에 한

기존의 지식 체계와 패션 제품의 소비 습 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이해

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주제품은 손목시계 형 스마트 워치이

다.앞서 언 한 것처럼 스마트 워치의 ‘스마트 기기’라는 기능성과 ‘워

치’라는 패션성 양쪽에서 균형 을 찾고 있는 요즘 스마트 워치 고나

고가 행해지는 맥락을 살펴보면 그 노력의 흔 을 찾을 수 있다. 고

가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국제 자제품박람회(CES)에서의

제품 소개,패션쇼장에서의 제품 발표 등 서로 이질 인 공간에서 이루

어지며, 고 내용 한 기능 유용성을 자극하는 이성 소구,패션성

을 자극하는 감성 소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구성되어 진다.하지

만 아직까지 스마트 워치 제조 업계의 이러한 시도들이 소비자들에게 어

떻게 다가가고 있고,어떠한 향을 끼치는지에 한 연구는 무하다.

재와 같이 치열한 제품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의 의사 결정과 제품 평

가에 향을 주는 고와 고가 이루어지는 맥락의 요성에 해서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이다.특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스

마트 워치 고에 한 연구라면 그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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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스마트 워치에 한 정보처리 방식과 고태도

에 있어서 몇 가지 학문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먼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스마트 기기’로서의 기능 속성과 ‘워치’로서의 패션 속성을 동

시에 지닌 스마트 워치의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제품을 인지하는 방향

이 쉽게 변할 수 있고,그에 따라 구매 시 고려하는 우선 속성 순 가

변한다는 것을 규명하 다.스마트 워치 수용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부분의 연구가 스마트 워치를 기술수용모델(TAM)에 용하여 사

용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들을 밝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이재 외

4명,2014;조인수, 재 ,박희 ,2015;조병재,이재신,2016).하지만

기술수용모델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첨단 제품의 수용 등에

향을 끼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모델로 스마트 워치 수용에 용하 다는

것은 기본 으로 스마트 워치를 ‘스마트 기기’라는 기술 측면에서 바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스마트 워치의 디자인이 더욱 기존 손목시계와

비슷해져 가고 있으며,패션 액세서리로서의 향력이 확 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스마트 워치를 ‘기기’와 ‘패션’양 측면에서 모두 고려했다

는 것은 큰 학술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둘째,스마트 워치를 어떤 제품 맥락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른 스마트

워치 고 태도 변화와 고 맥락과 고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효과를

확인하 다.우선 으로 스마트 워치 고의 맥락 일치성은 반드시 고

려해야 된다. 고가 행해지는 맥락에 따라 스마트 워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우선 순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려하는

최우선 순 속성과 고가 강조하는 내용이 일치할 경우 소비자의 스마

트 워치 고에 한 주목도는 높아질 것이다.과거 고의 맥락 효과에

한 연구는 다양한 매체와 제품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는 웨

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제품에서의 고 맥락 효과를 입증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 기술 연구가 가장 뜨겁게 진

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마

고 분야에서 높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 측할 수 있으며,본 연구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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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워치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고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후에 이루

어질 웨어러블 디바이스 고 효과 연구의 시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워치 업계의 마 터들은 스마트 워치 시장의 확 를 해 다

양한 방식의 마 략을 활용하고 있다.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워

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시장 업계에 제안할 수 있는 실무 시사 은 다

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 결과 스마트 워치의 경우 소비자들은 디자인 속성을 우

선 으로 고려한다는 이다.Pizzaet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워치 사용자를 한 달여 간 찰한 결과 총 활용용도 49.6%가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이는 스마트폰과 착된 일상이 무나 익

숙해진 탓에 스마트 워치가 있더라도 습 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스마트 워치를 스마트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획기 인 기술이 탑재되거나,스마트 워치는 스마트폰

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 워

치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속성은 디자인일 것이다.따라서 사용자 본인

에게 감성 인 가치를 주며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속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략과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둘째, 고 맥락과 고 소구 유형 간의 일치성 효과를 실증 으로 확

인하 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 략이 필요하다는 이다.스마트

워치 제조 업계의 고 략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 만의 획일 인 고

를 제작하여 지속 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신 한 가지 제품에

해서도 수십 가지 버 의 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시

키고 있다.이러한 고들을 고가 노출되어 지는 환경 맥락,매체와 개

인의 지각이나 인지과정을 포함한 정보처리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

성,문화 요인들에 따라 략 으로 노출시킨다면 소비자들의 호기심

과 구매를 자극 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실무 시사 을 종합해 보면 스마트 워치 시

장은 더욱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패션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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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세분화된 시장이며,패션 속성이 크게 작용하

는 재 스마트 워치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스타일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해 제품 자체에 한 세분화 작업이 더 필요해 보인다.이와 마

찬가지로 제품에 한 마 략 역시 마 효과에 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해 연구하고 그에 맞게 세분화된 략을 수립해

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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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고 자극물 조작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 다.연구문제 2-1

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스마트 워치 고 자극물에 기인한 것이라 생

각해 볼 수 있다.비록 자극물에 한 조작 검정 결과 기능성 소구 스마

트 워치 고가 기능성을 강조한 고라고 응답자들에게 인식되었다지

만, 고 내용 흐름 상 제품의 외형 모습을 완 히 배제하지 못하 다.

두 고 모두에서 제품의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의 디

자인 속성과 화 맥락 간의 일치성 효과가 두 고 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상된다.이와는 반 로 패션성 소구 스마트 워치 고

의 경우 스마트 워치 기능에 한 내용을 완 히 제거하 기 때문에 스

마트 워치의 기능 속성과 화 맥락 간의 일치성 효과 차이가 두 고

간 일어났고,그 결과 연구문제 2-2의 가설이 지지되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자극물로 사용된 제품 고에 한 응답자들의 사 노출 여

부,경험 여부를 통제했어야 한다.사 질문을 통해 스마트 워치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지만 실제 출시된 제품

의 고를 수정 보완하여 자극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제품과 고에

한 사 지식,노출 여부가 응답 결과가 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 ,제품에 한 이해가 무한 수 의 신제품에 해 제품이 시

장에 출시되고 확산되는 라이 사이클을 따라 맥락효과 크기의 변화를

추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스마트 워

치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마다 제품에 해 가지고 있

는 지식수 이나 친숙도가 다르다.맥락효과는 소비자의 사 지식수 ,

신성,친숙도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

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따라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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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응을 수용 확산 정도에 따라 시계열 으로 분석해 보는 것

은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 된다.

둘째,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어서 기능과 디자인 속성의 역할은 엄

히 말하면 체 이거나 서로 독립 이지 않다. 한 스마트 워치 구매

시 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하나인 착용감,실용성 등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기능과 디자인 속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의 편의상 기능과 디자인 속성을 구분하여 독립 인 속성으로

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 신 제품 속성의 역할을 보다 정교한

연구 디자인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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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Smartwatch

AdvertisingEffectsby

ContextualPrimingand

AdvertisingAppealTypes

EungTaeKim

Textiles,Merchandising,andFashion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fterrepeatedfailuretolaunchasasmartdevice,thesmartwatch

appealstocustomersasafashionaccessoryfeaturinganenhanced

stylishlook.However,smartwatchdevelopersarestillchallengedwith

amissiontocreateanew categorydifferentiatingthesmartwatchnot

only from thesmartphoneintermsoffunctionbutalsofrom the

wristwatchintermsofdesign.

Smartwatch develop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martwatch

markettrendandcustomers'responses.Ithasbecomeimportantin

marketingandadvertisingthatdevelopersconsiderexistingproducts

inordertopositiontheirnew productsintheirrivals’shado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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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fordeveloperstoaddresstheproblem athand,they should

understand whatcustomers think aboutexisting products in the

market from a customer’s standpoint. In fact,companies’and

customers’interestin the smartwatch keeps increasing.However,

therearenotmany academicpublicationsavailableon smartwatch

marketing.Studies on customers’interest and demand are yet

substantiallylackinginthefieldofmarketing,whereas,inthefieldof

engineering,many studieshavebeen published particularly on the

subjectoftechnologicalconvergenceoronthetopicofintentionto

use ofsmartwatch by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isstudy,therefore,examinestheprocessofconsumers’adoption

ofthe smartwatch,which is a new innovative device combining

‘functionality’and‘design’.Inaddition,theinfluencesofthecontext

forpresentinganinnovativeproductonconsumers’understandingof

thenew product,aswellasontheimportanceofitsattributesare

investigated.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consumers understand the new product features, and by

demonstrating the effects ofcontextcongruency among different

types ofadvertising appeals,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theoreticalfoundationformarketingfuturewearabledevicesnotyet

developedorrealized.

Forthisstudy,anexperimentinvolvingtwogroupsofparticipants

wasconductedbyusingaquestionnairesurvey.Intheexperiment,

consumersweredividedintotwogroupsaccordingtotheirprimary

interpretation ofthesmartwatch:fashion item orelectronicdevice

(within-groupdesign).Both study groupswereaskedtorankthe

importance of the smartwatch’s attributes and to identify their

preferencebetweentwosmartwatchproductswithdifferent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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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ith superiordesign attributes and the otherwith superior

technologicalfunctionfeatures.Inaddition,bothgroupswatchedtwo

typesofsmartwatchvideocommercials.Theformerappealedwith

the product’s advanced technology,while the latterdid with its

stylishdesign.Theparticipantswerealsoaskedwhateffectsthetwo

commercialshad(within-groupdesign).

Theresultofthisstudyisasfollows.

First, the context of introducing a smartwatch product in

commercialsaffectscustomers’interpretationofsmartwatch.Different

attributesoftheproductbecomemoreappealingtothe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commercials’message.There arefourimportant

factorsconsidered tobeheavily influentialforcustomers’decision

making:design,function,price,andbrand.Intheexperiment,thefirst

groupofparticipants,whoregardthesmartwatchasafashionitem,

selecteddesignasthemostimportantdecidingfactor.Thefirstgroup

alsoshowedatendencytoprefersmartwatchproductswithbetter

designtothosewithbettertechnologywhencomparedtothesecond

group.

Second,theswitchofsmartwatchcommercials’attitudebasedon

theway ofcategorizing thedevice,andtheeffectsofcongruence

between the commercials’context and content were examined.

Betweenthetwotypesofvideocommercials—onewithdesignappeal

andtheotherwithtechnologyappeal,thelatterwasmorefavorably

viewedbypeoplewhounderstandsmartwatchesasatechnological

device. Consumers’ response and attitude toward smartwatch

commercialsdifferbasedonthecommercials’categorizationoftheir

smartwatchproducts.Also,consumersaremorefavorabletowardthe

commercialswhentheirexpectationofthesmartwatchproductisnot

muchdifferentfrom the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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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ideration oftheincreasing tendenciesbehind considering

smartwatchproductsasfashionitems,thisstudyholdssignificance

asitverifiedthepossibilitythatourperceptionsofsmartwatches,a

new innovation in the domain oftechnology,can easily change

according to the suggested contextofthe corresponding product.

Furthermore,theanalysisofthesmartwatch commercialsand the

theoreticalframeworkprovidedinthisstudyalsohelpguidefurther

researchintheeffectivewaysofmarketingwearabledevices,given

that the smartwatch increasingly receives significant attention

recentlyinthefieldofmarketing.

keywords:wearabledevice,smartwatch,technology& fashion,

productcategorization

StudentNumber:2014-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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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실증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고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연구 자료 수집을

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참여는 자발 으로 이루어지며,귀하의 응답에 한 비

유지를 해 비공개 으로 진행됩니다. 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응답 자료는 학문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주어진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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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유형 1]패션제품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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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유형 2] 자제품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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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문항]

만일 귀하께서 스마트 워치 구매를 고려하는 이라고 가정한다면,스마트 워치

구매 시 주로 고려하게 되는 다음 4가지의 스마트 워치 속성을 요하게 생각

하는 순서에 따라 서열 번호를 매겨 주시기 바립니다.

1.디자인 :( ) 2.기능 :( ) 3.가격 :( ) 4. 랜드 :( )

다음으로 스마트 워치 고 1을 시청하시게 됩니다.조사자가 보여 드리는 고

물을 보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되, 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본 즉시

생각나는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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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앞에서 보신 고에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

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감

이 가지 않

는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

이 간다

1 2 3 4 5 6 7

흥미

롭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흥미

롭다

1 2 3 4 5 6 7

귀하는 앞에서 고된 제품에 해서 반 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좋아보

이지 않는

다

보통이다

제품이 매

우 좋아 보

인다

1 2 3 4 5 6 7

제품이 매

우 마음에

들지 않는

다

보통이다

제품이 매

우 마음에

든다

1 2 3 4 5 6 7

제품에

호감이

가지 않는

다

보통이다

제품에 매

우 호감이

간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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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만약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신다면,앞에서 고된 제품을 어느 정도 구

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를 고

려할 생각

이 없

다

보통이다

구매를

극 으 로

고려해 보

겠다

1 2 3 4 5 6 7

제품정보를

더 탐색할

생각이 없

다

보통이다

제품정보를

더 탐색해

보겠다

1 2 3 4 5 6 7

사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사고

싶다

1 2 3 4 5 6 7

귀하가 만약 앞에서 고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

으십니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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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마트 워치 고 2를 시청하시게 됩니다.조사자가 보여 드리는 고

물을 보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되, 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본 즉시

생각나는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앞에서 보신 고에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

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감

이 가지 않

는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

이 간다

1 2 3 4 5 6 7

흥미

롭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흥미

롭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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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앞에서 고된 제품에 해서 반 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좋아보

이지 않는

다

보통이다

제품이 매

우 좋아 보

인다

1 2 3 4 5 6 7

제품이 매

우 마음에

들지 않는

다

보통이다

제품이 매

우 마음에

든다

1 2 3 4 5 6 7

제품에

호감이

가지 않는

다

보통이다

제품에 매

우 호감이

간다

1 2 3 4 5 6 7

귀하가 만약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신다면,앞에서 고된 제품을 어느 정도 구

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를 고

려할 생각

이 없

다

보통이다

구매를

극 으 로

고려해 보

겠다

1 2 3 4 5 6 7

제품정보를

더 탐색할

생각이 없

다

보통이다

제품정보를

더 탐색해

보겠다

1 2 3 4 5 6 7

사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사고

싶다

1 2 3 4 5 6 7

귀하가 만약 앞에서 고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

으십니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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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답변 자료는 통계 목

으로만 사용되니,정확한 연구 결과를 해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학교 재학 ③ 학교 졸업 ④ 학원 재학 ⑤

학원 졸업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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