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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제품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한 선호나 구매 의도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친다(Bloch,1995;CreusenandSchoormans,2005;

Veryzer, 1993; Yamamoto andLambert, 1994). 만일 어떤 제품들의

가격과 기능이 비슷하다면 소비자는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CreusenandSchoormans,2005),동일하다면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Bloch, 1995). 이러한 제품 디자인의 향은

제품의 기능이나 종류에 상 없이 모든 제품군에 걸쳐 용될 수

있으며(Bloch, 1995; Holbrook, 1980), 최근에는 시장 환경이 차

경쟁 이 됨에 따라 제품 디자인은 차별화 요소로서 그 요성이 더욱

크게 주목받고 있다(CreusenandSchoormans,2005;KotlerandRath,

1984;Veryzer,1995).이와 련하여 최근 기업 경 트 드의 일종인

디자인 경 이나 제품 개발에 있어 디자인이 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두되기도 하며,제품 디자인이 제품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인

요소라는 한 밝 진 바 있다(Black and Baker, 1987; Bloch,

1995; Cooper and Kleinschmidt, 1987; Creusen and Schoormans,

2005).

제품의 디자인 요소로는 크기,형태,구조,질감,그리고 색채

등을 들 수 있는데(NobleandKumar,2010),Rudolfarnheim은 이러한

여러 디자인 요소 에서 색채가 가장 먼 인간에게 지각되는 요소임을

주장하 다.즉,색채는 형태보다 먼 인지되어(김미숙,2003;제나나

외,2012),소비자들이 제품의 심미 측면을 평가할 때에 하나의 단

근거로서 활용 될 수 있다(CreusenandSchoormans,2005).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든 디자인 요소가 고려된 체 인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색채 자체에 의해서도 구매 의도나 행동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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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황인석, 이향주, 2012; Scanlon, 1985). 제품 디자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과 기능을 가진 제품일지라도 색채에 따라

매량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하며(황인석,이향주,2012),색채 자체가

한 기업 는 제품의 차별화 요소가 되기도 한다(Grossman and

Wisenblit,1999;Heath,1997;Singh,2006).

한편,정량 으로 측정 가능하고 명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제품의

기능 인 측면과는 달리,제품 디자인이나 제품 자체의 색채는 소비자의

심리 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에서 술 작품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소비자들은 어떤 색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나 인지,

행동에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자발 이고 무의식 으로

일어난다(이윤재,박기완,2012;ElliotandMaier,2007;Elliotet

al.,2007;Singh,2006;ValdezandMehrabian,1994).색채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은 통 으로 생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졌다.일반 으로 색채의 장 길이에 따라 환기 수 (arousal

level)이 달라지고(황인석, 이향주, 2012; Bellizzi et al., 1983;

Crowley, 1993; Walters et al., 1982), 색채에 따라 정 는

부정 감정의 유발과 특정 의미나 단어에 한 연상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BoyatzisandVarghese,1994;Cimbalo

etal.,1978;ClarkeandCostall,2007;ElliotandMaier,2007;

Elliotetal., 2007;Jacobsetal.,1991; Manav,2007;Singh,

2006).

생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된 색채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색채는 사 인 조건화 작업 없이도 소비자의 주의를

끌거나(황인석,이향주,2012;LeeandBarnes,1989;Mooreetal.,

2005), 제품과 랜드의 이미지를 달할 수 있어(이윤재,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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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Bottomley and Doyle, 2006; Madden et al., 2000),

경 학 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색채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package), 랜드 로고, 고, 매장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 범 가 넓으며,이와

련하여 과거의 연구들은 색채 용에의 실질 인 시사 을 주기도

하 다(e.g., Bellizzi et al., 1983; Crowley, 1993; Sallis and

Buckalew, 1984). 특징 인 것은, Bellizzi, Crowley. and Hasty와

Crowley는 매장의 색채에 따른 소비자들의 제품 속성에 한 연상

작용이 달라진다고 하 는데,제품 자체의 색채가 다른 제품 속성에

한 연상 작용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디자인이 제품 속성에 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나아가(Bloch,1995;CreusenandSchoormans,2005;

DawarandParker,1994;YamamotoandLambert,1994),제품 디자인의

속성 색채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제품 속성에 한 연상 작용이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 다.제품 색채는 제품 디자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사용 과정을

통해 지속 으로 소비자와 직 인 계를 형성한다는 에서(Bloch,

1995;CreusenandSchoormans,2005)다른 용 사례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제품 자체의 속성 의 하나로서 다른 제품 속성들에 한

연상과도 보다 한 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 제품 에서도 기술 제품의 특성과 패션 제품의

특성을 모두 갖춘 HTFPs(Highly Technological Fashion Products)를

상으로 하 다. HTFPs의 가장 표 인 로는 스마트폰을 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항상 몸에 지니고 자주 꺼내어 사용하게

되므로 자신을 표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패션 상품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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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기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연구 1에서는 패션성을 갖춘 기술

제품을 상으로 제품 자체의 색채가 다른 제품 속성들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으며,색채에

따른 인지된 형성의 차이가 크게 나옴에 따라,색채 합도의 향에

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연구 2에서 색채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2.연구 1:제품 자체 색채의 다른 제품 속성에

한 향

색채는 색상,명도,채도의 3가지 속성으로 정의된다(Gornetal.,

1997). 색상은 빨강, 록, 랑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고,

명도는 색이 지니는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명도가 낮으면 검은색,

명도가 높으면 흰색에 가깝다.채도는 색의 순도라고도 하며 색소의

양에 따라 선명하고 탁한 정도를 말한다.기존 연구들에 의하면,색채가

가지는 의미나 소비자들의 감정,평가 등에 미치는 향과 같은 색채의

고유한 특성은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효과는

색상보다도 명도, 채도에 따라 크게 향 받는다고 하 다(Gorn et

al.,1997,2004;LabrecqueandMilne,2012;ValdezandMehrabian,

1994).한편,본 연구는 제품 색채가 제품 속성에 미치는 향에 한

기 연구로서 명도와 채도에 의한 향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색상의 향에 집 하여 탐험 인 연구를 진행하 다.

기술 제품에서 소비자 평가에 요한 향을 주는 제품 속성에 한

기존 연구들은 가격, 랜드,품질 등의 제품의 성능과 련된 측면에

집 하 으나, 차 제품 차별화 요소로 심미 측면의 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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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됨에 따라 제품의 성능 외에도 제품의 외 ,즉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행동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 다(Leeetal.,2011;Watchraversringkanetal.,2010).

본 연구에서는 기술 제품 속성에 한 개념 연구들과 실험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제품 속성을,제품의 유용성(Usefulness),제품의 용이성(Ease

of use), 제품의 신성(Innovativeness), 제품의 패션성

(Fashionability), 제품의 형성(Prototypicality), 제품의 표 성

(Self-expressibility)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인지된 제품 가격을

추가하여,총 7가지의 제품 련 속성들에 제품의 색상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인지된 제품 유용성 (PerceivedUsefulness)

제품의 유용성은 기술 제품이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에 한

개념으로(Davis,1989;Leeetal.,2011;Watchraversringkanetal.,

2010), 제품의 성능과 련된 속성이다(Lee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제품의 유용성은,제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는 정도로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제품의 유용성은 제품의 기능 속성과 깊은

상 계를 갖는다.한편,제품의 기능 속성을 단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은 부분 로 서술된 정보를 단의 근거로

활용하는데(CreusenandSchoormans,2005),이러한 경향은 컴퓨터와

같은 기술 제품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ohse and Rosen,

2001).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제품의 외 이 제품 품질에

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과 함께(Bloch, 1995; Daw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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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1994; Yamamoto and Lamber, 1994), 실제로 로 서술된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음에도 제품의 외 을 통해 제품의 기능 속성에

한 단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존재했다(Creusen and

Schoormans, 2005). 따라서 정량 인 정보 외에도 제품의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에 한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색채 자체가 제품의 기능 속성에 한 연상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어(GrossmanandWisenblit,1999;Lohse

and Rosen, 2001; Sallis and Buckalew, 1984), 색채 자체에 따라

인지된 제품의 유용성이 달라질 것을 상해 볼 수 있다.

구체 으로,각 색상이 가진 고유한 의미와 련하여 어떤 색상이

제품의 유용성과 연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란색은 지능

(intelligence), 효율(efficiency), 논리(logic)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Grossman and Wisenblit, 1999; Labrecque and Milne, 2012),

능숙함(competence)이나 강력함(powerful)과 같은 단어의 연상을

불러일으킨다(Jacobs et al., 1991; Labrecque and Milne, 2012).

검은색 한 강력함(powerful,strong)과 능수능란함(masterful)등의

의미를 지니며(Jacobs etal., 1991; Labrecque and Milne,2012),

란색,회색,검은색은 모두 믿음직스러움(trustworthy,dependable)

과 련된다(Jacobsetal.,1991).이러한 연상은 간 으로 제품의

성능에 한 연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보다 직 으로 이 세

가지 색상은 좋은 품질(high quality)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Jacobs et al., 1991).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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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1-1: 란색,회색,검은색은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인지된 제품 용이성(Perceived EaseofUse)

제품의 용이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한

개념이다(Davis,1989;Leeetal.,2011;Watchraversringkanetal.,

2010).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용이성을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에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이는

제품 사용에 있어서의 편리함과도 연 되고,만일 사용 편의성이 있다면

제품의 용이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제품의 사용 편의성은 제품

디자인이 인체공학 으로 설계되었는가와 련이 깊다(Creusen and

Schoormans,2005).한편,소비자는 제품 디자인을 근거로 제품의 사용

용이성에 한 인상을 형성한다(Bloch,1995;CreusenandSchoormans,

2005).CreusenandSchooormans는 소비자들이 크기,형태,재료 등의

모든 외 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의 인체공학 특성을 인지한다고

하 다.비록 제품 자체의 색채가 제품의 용이성에 한 연상에 향을

미친다는 직 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제품 자체의 색채는 제품

디자인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이 인상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만으로도 색채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 으로

뒷받침해 다고 할 수 있겠다.

색상에 따른 의미와 련해서,흰색은 일반 으로 순수(purity)하고

깨끗한(clean)이미지를 가지며(GrossmanandWisenblit,1999;Jacobs

etal.,1991;LabrecqueandMilne,2012;Saito,1996;Sherma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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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re,2009),단순함(simplicity)과 명확함(clarity)의 의미가 있다

(LabrecqueandMilne,2012).이런 의미들을 가진 단어가 제품 사용에

용될 경우,사용법이 간단하고 명확하며 제품을 사용하는 것 한

쉽고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반면, 분홍색과 검은색은

복잡함(sophistication)을 연상시키는데(LabrecqueandMilne,2012),

기술 제품에 있어서 사용 편의성과 인체공학 요소는 기술 자체의

복잡성과 기술 제품 사용법에 있어서의 복잡성과 음의 상 계를 갖기

때문에, 분홍색과 검은색은 제품을 사용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안되었다.

H2.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2-1.흰색은 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H2-2. 분홍색과 검은색은 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친다.

인지된 제품 신성(PerceivedInnovativeness)

제품의 신성은 시장의 기존 제품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과 련된 속성으로(KleinschmidtandCooper,1991;Leeetal.,

2011;Watchraversringkanetal.,2010),기술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창의 이고 신 인지를 나타낸다.제품의 신성은 제품의 유용성과

더불어 제품의 기능 속성과 연 되기 때문에 색채 자체가 제품의

인지된 신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 다.

소비자들은 빨간색으로 된 주변 환경에 노출될 경우,최신(upto

date)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Bellizzietal.,1983;Crowley,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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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revolution) 는 모험(adventurous)과 연 시키기도 한다

(Bellizzietal.,1983;GrossmanandWisenblit,1999;Jacobset

al.,1991).한편, 국,한국,일본,미국의 학생들을 상으로 각

색상에 따라 연상되는 단어를 조사한 Jacobs,Keown,Worthley,and

Ghymn의 연구에 따르면, 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노란색을 진보

(progressive)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밝 진 바 있지만(Jacobs et

al.,1991),이러한 연상은 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한국,일본,

미국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와 일반 으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록색은 흥분(excitement) 활력(dynamism)과 계되며

(Manav, 2007), 나아가서는 모험(adventurous)과 신선함 (fresh,

refreshing)을 연상시켜(Jacobsetal.,1991;Manav,2007)빨간색과

더불어 신성과 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품의 신성과

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3.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신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3-1. 빨간색, 록색은 인지된 제품 신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인지된 제품 패션성(Fashionability)

Lee,Ha,andWiddows는 디자인의 요소들로부터 유도되는 제품의

심미 속성을 시각 매력(visual appea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 고, Watchraversringkan, Hodges, and Kim은 특정 시기에

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배 인 스타일이라는 패션의 정의를

도입하여 어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지고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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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가 하는 개념으로 패션성(fashionability)을 도입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에게 받아들여질 스타일을 인지함에 있어서

자신의 심미 취향이 반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이 느끼는

시각 매력과 패션성은 큰 상 계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이 둘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이 매력 이고

패셔 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제품의 패션성이라고 정의하 다.결국,

본 연구에서 인지된 제품의 패션성이란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 디자인의

심미 속성의 우수한 정도를 말한다.

제품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심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제품

자체의 색채는 제품의 심미 속성에 한 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Bloch, 1995; Creusen and Schoormans, 2005). 제품의 심미

속성에 한 소비자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개인 인 취향과

성향은 물론이고 사회문화 향까지 고려되기 때문에(Bloch,1995)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심리학 분야에서도

특정 색상을 일반 인 심미 선호 경향과 연 지을 수 있는 단어 연상

반응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 일반 으로 용될 수 있을 만한

경우로,흰색이 아름다움(beautiful)을 연상시키고(Saito,1996),패션

분야에 있어서 검은색은 우아함(elegance)을 연상시켜(Labrecqueand

Milne,2012),심미 가치에 한 우호 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설을 제안하 다.추가 으로,빨간색과 노란색은

한국,일본,미국의 학생들이, 록색은 일본,미국의 학생들이 좋은

취향(good-tasting)이라는 단어와 연 짓는 것으로 밝 졌는데(Jacobs

etal.,1991),제품 디자인의 측면에서 우수한 취향이라는 것은 결국

심미 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빨간색, 노란색, 록색은

인지된 제품 패션성에 우호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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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4.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의 패션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4-1. 빨간색, 록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은 인지된 제품의

패션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인지된 제품 형성(PerceivedPrototypicality)

제품의 형성이란 제품의 디자인이 자신이 속한 제품군을 표하는

정도를 말한다(Creusen and Schoormans, 2005; Veryzer and

Hutchinson,1998).제품의 형성과 련하여서는,서로 다른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첫째는, 형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소비자들에게

정 인 심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고(MartindaleandMoore,

1988;VeryzerandHutchinsion,1998),둘째는,완 히 형 이나

비 형 인 제품들보다 형 인 제품과 약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된다는 된다는 것이다(Creusen and Schoormans,

2005; Meyers-Levy and Tybout, 1989). 이는 형 인 제품일수록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여 제품의 인지가 용이하고 제품군의 범주화

(categorization)작업을 쉽게 하는 한편, 형 일수록 무난하고 별

특징이 없는 평범한 제품으로 비춰지는 부정 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경험을 통해 특정 제품군의 형 인 디자인 색채에

한 인상을 형성한다.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형 이라고 생각하는

색상은 제품군별로 다르며, 제품 자체의 색채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제품의 형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즉,같은 색상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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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을 제시하더라도 제품군에 따라 형 인 정도를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다만,제품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리

사용되는 색상으로, 특히 흰색은 조화로움(harmonious)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Saito,1996),어느 제품군에서나 높은 형성을

띌 것으로 기 된다.따라서 제품의 형성과 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H5.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형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5-1.흰색은 인지된 제품 형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인지된 제품 표 성(PerceivedSelf-expressibility)

제품의 디자인은 상징 인 의미와 메시지를 달한다(Creusenand

Schoormans, 2005).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 디자인은 제품이나

랜드의 이미지를 달 강화하고 랜드의 정체성을 표 하는

수단이고(Creusen and Schoormans, 2005; Madden et al., 2000),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 는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이상 인 이미지를 달하는 수단이다(Belk, 1988;

Creusen and Schoormans, 2005; Landon, 1974). 본 연구는 제품의

표 성을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표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

색채 자체가 가진 고유한 의미는 제품 디자인의 상징 의미 달

역할을 매우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다.이와 련된 연구들은 부분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색채는 제품이나 랜드에 본질 인

의미나 이미지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의 랜드 정체성에 한 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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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다(황인석,이향주,2012;BottomleyandDoyle,2006;Madden

etal.,2000).특히,LabrecqueandMilne는 랜드 로고의 색채에

따라 랜드 개성(brandpersonality)의 각 속성이 받는 향에 해

검증하 다.여기서, 랜드 개성이 소비자의 성향과 응되는 개념인

을 생각해보면,소비자의 특정 성향과 각 색상의 존재 여부 간에

상 계가 있을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개인 성향과 제품에 용되는 색상간의 계는 본 연구의 범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로 하고, 제품이

가지는 상징 인 의미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해서 사람들의

주의(attention)를 끌 필요가 있다는 에 주목해보기로 하 다.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곤

하는데(Bloch,1995;CreusenandSchoormans,2005),색채에 따라서도

소비자들의 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황인석,이향주,2012;Bellizziet

al., 1983; Lee and Barnes, 1989). 일반 으로는 색채의 장이

길수록 더 많은 주의를 유발하고 환기 수 한 높아진다(황인석,

이향주,2012;Bellizzietal.,1983;Crowley,1993;Walterset

al.,1982).환기 수 이 높을수록 정보 처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Crowley,1993;Kroeber-Riel,1979),결과 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유발할수록 기업이 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 으로 달하여

제품 표 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따라서 빨간색과 같이 색채의

장이 긴 따뜻한 계열의 색상에서는 제품의 표 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 된다. 구체 으로, 빨간색은 자극 인(arousing,

stimulating),흥분시키는(exciting)등의 의미를 가지며(Bellizziet

al.,1983;ClarkeandCostall,2008;Crowley,1993;Gornetal.,

1997,2004;LabrecqueandMilne,2012;Manav,2007;Walte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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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82),노란색의 경우 빨간색 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동일한

단어들로의 연상을 가능 한다(LabrecqueandMilne,2012;Walters

etal.,1982).정리하면,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안된다.

H6.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표 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6-1.빨간색,노란색은 인지된 제품의 표 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인지된 제품 가격(PerceivedPrice)

인지된 가격이란,제품의 실제 가격이 아닌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

기 하는 가격으로, 제품 디자인은 기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Bloch, 1995). 색채와 련하여서는, 소비자들의 기 가격이

매장의 색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과(Bellizzi et al.,

1983),색채에 따라 가격과 련된 연상이 달라진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Jacobsetal.,1991).따라서 다양한 색채가 제품 자체에

용되는 경우에 소비자들의 기 가격이 달라지는지 추가 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주장을 채택하여 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가격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해당 연구를 참고하여 인지된 가격에 한

구체 인 가설을 제시해보기로 하 다.

Jacobs,Keown,Worthley,andGhymn의 연구 결과,미국 학생들은

빨간색을 비싸지 않고(inexpensive), 회색은 비싸다고(expensive)

인식하며, 회색의 경우 국과 일본에서는 비싸지 않다고 인식됨을

확인하 다.이 듯 색상에 따른 인지된 가격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 15 -

달라질 수 있어 보편 으로 용될 수 있는 가설을 제안하기엔 무리가

있다.하지만,검은색의 경우에는 네 나라의 학생들 모두가 비싸다고

인식하여 검은색에 따른 연상 작용은 특정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 으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여기에 추가 으로,검은색은

패션 분야에서 신분(status),우아함(elegance),풍요로움(richness)을

의미하여(LabrecqueandMilne,2012),제품에 용될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연상을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7.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제품 가격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

H7-1.검은색은 인지된 제품 가격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

각 속성들 간의 상 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기술 제품의 속성들 간에 여러 가지

상 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먼 ,인지된 제품 용이성이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제안되었는데,그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경우가 부분이었으나(Watchraversringkanet

al.,2010), 외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도

있었다(Bruner and Kumar, 2005). Watchraversringkan, Hodges, and

Kim은 이와 련하여 최근의 은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기술 제품이 차지할 정도로 기술 제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되어 둘 사이의

상 계가 어지는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 다. 이런 주장은

Bruner and Kumar가 비슷한 제품군을 상으로 시행했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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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runerandKumar가 휴 용 인터넷 기기에서의 인지된 제품 용이성과

인지된 제품 유용성 간의 상 계에 한 연구를 진행했던 때에 비해

Watchraversringkan,Hodges,andKim가 연구를 했던 시기에는 더 이상

소 피처폰(pitcher phone)이라고 불리는 일반 인 핸드폰이

소비자들에게 기술 제품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정리하면,연구의

상이 의 소비자들에게 기술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지된 제품 용이성이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BrunerandKumar의 연구의 결과가 타당할 것이고,

일상 제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면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된다.본 연구는 기술 제품군을 상으로 함에 따라,

Bruner and Kumar의 주장을 채택하여 인지된 제품 유용성과 인지된

제품 용이성 간에 양의 상 계가 있을 것이라 상하 다.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기술 제품을 수용하여 제품이

일상 으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제품을 참신하다거나

새롭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특정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리 받아들여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 디자인을

익숙하게 느끼는 정도는 커지지만 디자인 자체의 참신함 는 새로움은

떨어지게 된다(Bloch, 1995).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디자인은 곧

형 인 디자인이고 디자인의 참신한 정도는 디자인의 신 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 인 디자인일수록 디자인의 신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Hekkert, Snelders, and

Wieringen은 제품 디자인의 형성과 참신함은 서로 정확히 반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둘 사이에 큰 음의 상 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제품 형성과 인지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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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간에 음의 상 계가 존재하리라는 가설을 제안하 다.

제품의 디자인이 형 일수록 소비자들에게 정 인 심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구 결과와(Martindale and Moore, 1988;

Veryzer and Hutchinson, 1998), 완 히 형 이나 비 형 인

제품들보다 형 인 제품과 약간 다른 디자인의 제품들이 선호된다는

연구 결과로부터(Creusen and Schoormans, 2005; Meyers-Levy and

Tybout, 1989), 극단 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품의 디자인이

형 일수록 소비자들의 심미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그런데, 형성은 참신함과 음의 상 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은

소비자들의 심미 선호에 우호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Hekkertet

al., 2003), 제품의 형성에 따른 향의 크기가 상충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소비자들이 제품의 심미 속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인지된 제품 패션성으로 정의함에 따라 인지된 제품 형성은

인지된 제품 패션성과 약한 양의 상 계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Creusen and Schoormans는 디자인의 심미 가치와

상징 가치 간의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이는 어떤

제품이 왜 심미 으로 더 매력 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징 인

연상을 떠올리기 때문이다.보다 자세히 설명하면,소비자들은 색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자신의 이미지 한 자신이 원하는 이상 인

이미지와 연 시키고,이를 의식하지는 못 하더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매력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심미 으로 우수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유발한다는 에 있어서도

인지된 제품의 패션성이 높을수록 이미지 달 처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져 제품 패션성과 표 성간의 양의 상 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상해 볼 수 있다.정리하면,기술 제품 속성들 간의 상 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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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H8-1.기술 제품의 인지된 제품 유용성과 인지된 제품 용이성은 강한

양의 상 계를 갖는다.

H8-2.인지된 제품 신성과 인지된 제품 형성은 음의 상 계를

갖는다.

H8-3. 인지된 제품 형성과 인지된 제품 패션성은 약한 양의

상 계를 갖는다.

H8-4. 인지된 제품 패션성과 인지된 제품 표 성은 강한 양의

상 계를 갖는다.

연구 방법

앞서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상을

HTFPs로 설정하 다. 이 듯 연구의 상이 되는 제품군을 제한한

이유는,기술 제품은 개 한 번 구매하면 몇 년씩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보다 장기 인 계를 형성하기 쉬우며,결과 으로 제품의

포장, 고,매장 등에 일시 으로 노출되어 받게 되는 향보다 제품

자체의 색채에 따른 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CreusenandSchoormans는 소비자들이 내구재를 구매할

때에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들을 구매할 때보다 제품

자체의 심미 가치를 요하게 고려한다고 언 한 바 있다.한편,기술

제품의 특성 상 기능 측면의 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술 제품을 구매할 시에 정량 인 수치 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제품군에서조차 제품 자체의

색채가 제품의 유용성,용이성, 신성과 같은 제품의 기능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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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일반 인 다른 제품군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술 제품 에서도 패션성을 가지는 기술 제품을 상으로 한

것은,소비자들이 기술 제품과 같은 고 여도 제품에 한 정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색채를 단순히 주변 단서로서 활용하여 (황인석,이향주,

2012), 이를 상 으로 요하지 않게 인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함이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일상생활에서 꾸 히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술 제품으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으로서의 속성이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의도 으로 제품

디자인 색채의 요성이 높은 제품군을 선택하여 제품 자체의 색채가

핵심 단서로 고려되게끔 하 다.

최종 으로 연구의 상은 스마트폰과 MP3로 선정하 다.이 둘의

경우, 노트북과 같은 다른 기술 제품들에 비해 휴 가 용이하여

패션성을 갖춘 기술 제품이라는 조건에 보다 잘 부합한다고 보았다.

한편,시 에 매되고 있는 제품을 자극물로 활용할 경우 특정

제품이나 랜드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Adobe Illustrator CS6를 이용하여 자체 으로 자극물을 만들어

활용하 다.제작된 자극물이 여 히 특정 제품에 한 연상을 가능

할 수 있다는 에 해서는, 학에서 순수 미술과 산업 디자인을

공한 4명의 디자인 문가들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다.그

결과,스마트폰과 MP3라는 제품군의 특성 상 제품별로 디자인 요소가

비슷한 이 많기 때문에 자극물 한 기존 제품들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이러한 연상은 특정 제품이나 랜드에 편향되지 않아 자극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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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에 용하는 색상들은,이혜진,최 호,장은지의 연구에서

색채를 분류한 방법을 참고로 하여 빨간색, 록색, 란색,분홍색,

노란색,하늘색,흰색,회색,검은색의 9가지 계열로 구분하고,기술

제품군에 있어서 색이나 은색과 같은 속(metal) 계열의 색채를

용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는 에서,추가 으로 은색을 포함하여

총 10가지 색상을 선택하 다.구체 으로 RGB값을,빨간색(255,0,0),

록색(0,255,0), 란색(0,0,255), 분홍색(255,0,255), 노란색(255,

255,0),하늘색(0,255,255),검은색(0,0,0),회색(128,128,128),흰색

(255,255,255), 은색(192,192,192)로 설정하여 자극물에 용하 고,

최종 으로 설문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온라인을 활용하여

설문을 하 고,설문 상은 기술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층인 20,

30 로 제한하 다.응답자는 제시되는 자극물을 하나씩 차례로 보며 각

자극물에 따라 인지된 제품 속성들과 련된 설문 문항에 답하 다.

설문을 끝까지 마친 응답자는 총 130명이 으나,이 20,30 가

아님에도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명,색약 는 색맹의 색각이상 증세가

있어 색채에 한 연구에 부 합한 응답자 1명,불성실한 응답을 한

1명의 응답 결과를 제거하고 총 126명의 응답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126명의 응답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38.9%, 61.1% 고, 20 와 30 의 비율은 각각 85.7%, 14.3%를

차지하 으며,응답자의 반 이상은 학생 는 학원생이었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개념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 으며,인지된 제품 가격에 한 1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속성들은 각각 2문항씩 구성하여 한 개의 자극물마다 13개의

문항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 구체 으로, 각 문항들은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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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모든 문항은 7 척도로 측정하 다.

그림 1]제작된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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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제품 유용성 (Davis,1989)

이 제품은 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나의 일/공부/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인지된 제품 용이성 (Childersetal.,2002;Davis,1989)

이 제품은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이 제품의 사용법은 명확할 것이다.

인지된 제품 신성 (Leeetal.,2011;Watchraversringkanetal.,

2010)

이 제품의 기능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제품들과 다를 것이다.

이 제품의 기능은 신 일 것이다.

인지된 제품 패션성 (Lee et al., 2011; Mathwick et al., 2001;

Watchraversringkanetal.,2010)

이 제품의 외 은 매력 이다.

이 제품은 패셔 블하다.

인지된 제품 형성 (Campbell and Goodstein, 2001; Lee et al.,

2011)

이 제품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제품들과 잘 매치된다.

이 제품은 형 인 스마트폰처럼 보인다.

인지된 제품 표 성 (Leeetal.,2011;Nysveenetal.,2005)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내 자신을 표 하는 방식 하나이다.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나는 이것을 종종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에

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인지된 제품 가격

이 제품은 비 것이다.

표 1]연구 1의 설문 문항

가설 검증을 한 통계분석은 SPSS를 사용하 고,제품군에 따른

효과는 분석 단계에서 이를 통제함으로써 차단하 다.우선,인지된

제품 가격 외의 나머지 6가지 속성들에 해서 Cronbach’salpha값을

구하여 신뢰도를 검한 결과,각 설문 문항들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 항목들 간의 내 일 성을

확인하 다(인지된 제품 유용성 α =0.90,인지된 제품 용이성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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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인지된 제품 신성 α =0.88,인지된 제품 패션성 α =0.91,

인지된 제품 형성 α =0.81,인지된 제품 표 성 α =0.79).

제품 자체의 색채가 인지된 제품 속성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이 때,10가지의 색상을 더미 변수로

코딩하고, 하늘색을 참조 카테고리(reference category)로

사용하 으며,제품 유형을 통제하기 한 더미 변수는,스마트폰이면

‘1’, MP3면 ‘0’으로 코딩하 다. 종속 변수로는, 인지된 제품의 각

속성에 한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입하 다.이 게 코딩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색상 변수가 인지된 제품 속성 변수들에 미치는

향의 크기는 베타계수와 편을 합한 값이 된다.

기술 제품 속성들 간의 상 계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는

상 계 분석을 시행하 다. 일반 으로 이변량 상 계에서

상 계수가 0.2이하이면 상 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 이고,

0.4정도는 약한 상 계를 의미하며,0.6이상은 강한 상 계가

있음을 말한다.

연구 결과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색상과 인지된 기술 제품의 속성 간의

계를 보여 다.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각 속성별로 회귀 분석을

하 다.

인지된 제품 유용성

표 2로부터,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게

나왔으며(F=31.977,p<.001),독립 변수인 색상이 종속 변수인 인지된

제품 유용성을 설명해주는, 본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11%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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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304*** .097 34.022 .000
빨간색

-.056 .131 -.011 -.424 .671
록색

-.415 .131 -.080*** -3.167 .002
란색

-.036 .131 -.007 -.273 .785
분홍색

-.052 .131 -.010 -.394 .694
노란색

-.054 .131 -.010 -.409 .683
흰색

.845 .131 .163*** 6.455 .000
회색

.815 .131 .157*** 6.227 .000
검은색

1.113 .131 .214*** 8.500 .000
은색

.867 .131 .167*** 6.621 .000
제품유형

-.208 .059 -.067*** -3.544 .000

R제곱 .113

수정된 R제곱 .110

F값 31.977***

표 2]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자체의 색상이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고 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한편, 란색은 인지된 제품 유용성과 계가 없고, 회색과

검은색은 각각 .157과 .214의 β값을 가져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1-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가설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흰색과

은색은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정 향을, 록색은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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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749*** .098 　 38.369 .000
빨간색

-.119 .132 -.023 -.904 .366
록색

-.218 .132 -.043* -1.657 .098
란색

-.067 .132 -.013 -.512 .609
분홍색

-.012 .132 -.002 -.090 .928
노란색

.111 .132 .022 .843 .399
흰색

.937 .132 .183*** 7.108 .000
회색

.609 .132 .119*** 4.623 .000
검은색

1.024 .132 .200*** 7.771 .000
은색

.484 .132 .094*** 3.675 .000
제품유형

-.161 .059 -.052*** -2.728 .006

R제곱 .081

수정된 R제곱 .077

F값 22.109***

표 3]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인지된 제품 용이성

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며,설명력은 7.7%로

제시되어 가설 2가 채택되었다.제품 자체의 색채가 흰색일 경우 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나,

분홍색과 검은색에 의한 부정 인 향을 제안했던 가설 2-2는

기각되었고, 분홍색은 인지된 제품 용이성과 무 한 데에 비해,

검은색은 오히려 인지된 제품 용이성과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결과가

나왔다.여기에 추가 으로,회색과 은색이 제품 용이성에 우호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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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2.805*** .099 　 28.399 .000
빨간색

.200 .133 .040 1.505 .133
록색

-.109 .133 -.022 -.819 .413
란색

.032 .133 .006 .238 .812
분홍색

.020 .133 .004 .149 .882
노란색

.060 .133 .012 .447 .655
흰색

.286 .133 .056** 2.145 .032
회색

.369 .133 .073*** 2.771 .006
검은색

.339 .133 .067** 2.548 .011
은색

.925 .133 .183*** 6.942 .000
제품유형 -.038

.060 -.013 -.646 .518

R제곱 .035

수정된 R제곱 .031

F값 9.005***

표 4]인지된 제품 신성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인지된 제품 신성

인지된 제품 신성에 한 회귀 모델은,유의하게 나왔지만 그

설명력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기술 제품이 지닌

기술 자체의 신성에 한 연상 작용에서 색채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밝 졌고, 가설 3은 약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가설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있어, 흰색, 회색, 검은색, 은색의 기술 제품은 신 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 고,이에 반해 빨간색과 록색에

의한 향을 서술한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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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672*** .107 　 34.246 .000
빨간색

.508 .145 .090*** 3.514 .000
록색

-.605 .145 -.108*** -4.186 .000
란색

-.046 .145 -.008 -.316 .752
분홍색

.306 .145 .054** 2.114 .035
노란색

.111 .145 .020 .769 .442
흰색

.788 .145 .140*** 5.449 .000
회색

.405 .145 .072*** 2.800 .005
검은색

.808 .145 .144*** 5.586 .000
은색

1.109 .145 .197*** 7.672 .000
제품유형

-.101 .065 -.030 -1.565 .118

R제곱 .080

수정된 R제곱 .076

F값 21.816***

표 5]인지된 제품 패션성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인지된 제품 패션성

인지된 제품 패션성에 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7.6%로,

가설 4가 지지되었다.가설 4-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는데,구체 으로

빨간색,흰색,검은색은 인지된 제품 패션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록색은 부정 인 향을 미치고, 노란색은 제품 패션성과

무 한 것으로 밝 졌다.가설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회색과 은색으로 된 제품의 패션성을 높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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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489*** .092 　 38.126 .000
빨간색

-.167 .123 -.029 -1.351 .177
록색

-.575 .123 -.101*** -4.663 .000
란색

.054 .123 .009 .434 .664
분홍색

.244 .123 .043** 1.978 .048
노란색

-.065 .123 -.012 -.531 .596
흰색

2.312 .123 .407*** 18.734 .000
회색

1.540 .123 .271*** 12.479 .000
검은색

2.179 .123 .384*** 17.657 .000
은색

1.177 .123 .207*** 9.536 .000
제품유형

-.192 .055 -.056*** -3.474 .001

R제곱 .341

수정된 R제곱 .338

F값 129.762***

표 6]인지된 제품 형성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인지된 제품 형성

인지된 제품 형성에 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며,그 설명력은

33.8%로, 다른 속성들에 비해 색채의 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가설 5는 상 으로 강하게 지지되었고, 흰색과

련하여 세운 가설 5-1역시 인지된 제품 형성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외에도 회색,검은색,은색에서 인지된

제품 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록색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29 -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4.001*** .101 　 39.450 .000
빨간색

.504 .137 .098*** 3.686 .000
록색

-.119 .137 -.023 -.871 .384
란색

.016 .137 .003 .116 .908
분홍색

.252 .137 .049* 1.843 .065
노란색

.141 .137 .027 1.030 .303
흰색

-.075 .137 -.015 -.551 .581
회색

-.169 .137 -.033 -1.233 .218
검은색

.020 .137 .004 .145 .885
은색

.492 .137 .095*** 3.598 .000
제품유형 .031

.061 .010 .500 .617

R제곱 .022

수정된 R제곱 .018

F값 5.541***

표 7]인지된 제품 표 성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인지된 제품 표 성

인지된 제품 표 성에 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수정된 R제곱 값이 .018에 불과해 색상 변수는 인지된 제품

표 성을 거의 표 해주지 못 하는 것으로 밝 졌다.따라서 가설 6은

매우 약하게 는 거의 지지되지 않았다. 각 색상의 인지된 제품

표 성에의 향은,빨간색은 인지된 제품 표 성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노란색의 향은 없는 것으로 밝 져 가설 6-1이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추가 으로, 소비자들은 은색이 포함된 제품의 자아

표 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지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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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028*** .102 　 29.566 .000
빨간색

.315 .138 .059** 2.277 .023
록색

-.286 .138 -.053** -2.069 .039
란색

.032 .138 .006 .230 .818
분홍색

.171 .138 .032 1.236 .217
노란색

-.028 .138 -.005 -.201 .841
흰색

.746 .138 .139*** 5.402 .000
회색

.583 .138 .109*** 4.224 .000
검은색

.758 .138 .141*** 5.488 .000
은색

1.270 .138 .236*** 9.194 .000
제품유형

-.080 .062 -.025 -1.302 .193

R제곱 .079

수정된 R제곱 .075

F값 21.428***

표 8]인지된 제품 가격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인지된 제품 가격

인지된 제품 가격에 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게 나왔으며,

R제곱값은 .075로 가설 7이 채택되었다. 한,가설 7-1에서 제시한

검은색뿐만 아니라, 빨간색, 흰색, 회색, 은색 제품이 소비자들로

하여 제품의 기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특히,은색의 베타 값이 크게 나옴에 따라,소비자들은 기술

제품에 은색이 포함될 경우에 가격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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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용이성 신성 패션성 형성 표 성 가격

상수 3.304*** 3.749*** 2.805*** 3.672*** 3.489*** 4.001*** 3.028***

빨간색 -.011 -.023 .040 .090*** -.029 .098*** .059**

록색 -.080*** -.043* -.022 -.108*** -.101*** -.023 -.053**

란색 -.007 -.013 .006 -.008 .009 .003 .006

분홍색 -.010 -.002 .004 .054** .043** .049* .032

노란색 -.010 .022 .012 .020 -.012 .027 -.005

흰색 .163*** .183*** .056** .140*** .407*** -.015 .139***

검은색 .157*** .119*** .073*** .072*** .271*** -.033 .109***

회색 .214*** .200*** .067** .144*** .384*** .004 .141***

은색 .167*** .094*** .183*** .197*** .207*** .095*** .236***

Adj.R2 .110 .077 .031 .076 .338 .018 .075

F값 31.977 22.109 9.005 21.816 129.762 5.541 21.428

표 9]연구 1의 다 회귀분석 결과 정리

*p<.10.**p<.05.***p<.01.F값은 모두 .01수 에서 유의.

인지된 제품 유용성,용이성, 신성,패션성, 형성,표 성,

가격의 총 7가지 제품 속성들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속성들 간의 상 계

인지된 제품 속성들 간의 상 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상 계

분석을 시행하 다.

인지된 제품 유용성과 용이성,인지된 패션성과 표 성이 강한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가설 8-1과 8-4는 각각 상 계가 .640과 .653이

나와 지지되었고, 인지된 제품 패션성과 형성 간에 약한 양의

상 계가 존재한다는 가설 8-3 한 .502의 결과로 지지되었다.

한편, 인지된 제품 신성과 형성은 .172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둘 사이의 계가 없거나 미미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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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용이성 신성 패션성 형성 표 성
가격

유용성 1 .640** .516** .525** .486** .427**
.543**

용이성 1 .356** .301** .442** .224** .366**

신성 1 .439** .172** .403** .649**

패션성 1 .502** .653** .504**

형성 1 .261** .350**

표 성 1 .504**

가격 1

표 10]인지된 제품 속성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p<.01.

상 계가 있다는 것으로,음의 상 계가 있다고 가정한 가설 8-2가

기각되었다.

의 표에서 인지된 제품 속성들은 체 으로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특히 인지된 제품의 신성과 가격

간의 상 계수는 .649로 두 속성은 강한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 토의

제품 자체의 색상은 인지된 각 제품 속성에 한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들 ,가설 1,2,4,5,7은 지지되었고,

가설 3과 가설 6은 약하게 지지되었다.즉,제품의 색채는 제품 유용성,

용이성, 패션성, 형성, 가격에 향을 미치고, 제품 신성과

표 성에는 약하게 향을 미친다. 특히, 인지된 제품 형성에서

색상에 따른 값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의 설명력 한

가장 높게 나왔다.즉,다른 제품 속성들에 비해 인지된 제품 형성이

제품 자체의 색상에 따른 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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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색상의 향을 가장 게 받는 속성 ,제품의 신성은 제품의

기능과 련된 속성으로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제품의 외 보다는 로

쓰인 메시지 정보가 해당 속성을 단할 때 요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CreusenandSchoormans,2005;LohseandRosen,

2001).본 연구에서 제품의 신성에 한 소비자들의 인지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색채가 활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품의 기능 속성들에 있어서 색채는 단의 근거로서 그 요도가

상 으로 떨어진다는 선행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부 으로,각 색상과 인지된 속성과의 계에 한 가설들 ,

가설 2-2와 가설 3-1은 기각되었고, 가설 1-1과 4-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으며, 가설 2-1, 5-1, 7-1은 지지되었다. 가설을 세우지

않았던 부분까지 종합 으로 살펴보면,흰색,검은색,회색,은색은

인지된 제품의 유용성,용이성,패션성, 형성,가격에 정 으로

향을 미치며,여기에 추가 으로 빨간색이 인지된 제품의 패션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한,검은색과 은색은 인지된 제품 신성에,

빨간색과 은색은 인지된 제품 표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록색은 인지된 제품의 유용성,패션성,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앞서 각각의 색상이 갖는 의미와 제품의 속성들을 연결시켜 가설을

제안하 는데,가설이 채택된 경우 색상에 따른 단어와 제품 속성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빨간색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색상이며 이로 인해 다 하거나 험한 상황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한편 사랑이나 행복 등의 정 인 의미를 표 하는 데도 많이

활용되곤 한다.다시 말해,빨간색은 표 력이 좋은 색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본 연구에서도 빨간색 제품의 인지된 표 성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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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빨간색 제품의 인지된 패션성 한 우호 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빨간색이 우수한 취향이라는 단어로의 연상을 가능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록색 제품의

경우에는 상과 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한국 학생들의 경우

록색을 취향의 우수성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로부터, 연구 표본의 반 이상을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본

연구에서는 록색이 인지된 제품 패션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따라서 록색이 제품의 패션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과 련하여 문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한편, 록색은 일반 으로 자연,

시골,친환경과 같은 단어와 연 되어 신선하고 활동 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한 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Bellizzietal.,1983;

Clarke and Costall, 2007; Jacobs et al., 1991; Manav, 2007).

이 듯 기술의 발달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연상 작용으로 인해

록색으로 된 기술 제품의 속성들에 한 반 인 인식이 부정 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에서 표 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에서 흰색, 회색,

검은색,은색에 따른 인식이 모두 우호 으로 나온 것은,색상에 따른

단어 연상과 각 속성들 간에 양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 를 들어,비록 흰색과 제품 유용성에 한

가설을 세우지 못 하 으나,흰색이 인지된 제품 용이성에 우호 인

향을 미친다는 것과 인지된 제품 유용성과 용이성 간에 양의

상 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흰색과 제품 유용성 간에도 우호 인

계가 성립할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혹은,흰색이나 검은색의

무난한 색으로 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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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에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다양한 색상으로 된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사양이 낮은 보 형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제품군에 리 용되는 시장 략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결 지어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e.g. Apple i-phone series, Samsung

Galaxy series). 즉, 이러한 략의 향으로, 소비자들은 흰색,

검은색 등의 기술 제품을 형 이라고 생각하고,다양한 색상의 기술

제품보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형 제품으로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며,효율 이고 효과 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가격은

상 으로 더 비싸다고 인지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회색이나 은색의 경우에는,기술 제품의 디자인에서 흰색과 검은색처럼

지배 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제품들이 흰색 는

검은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이나 은색, 색 등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기본 인 색상들과 이러한 색상을 함께 배색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흰색 는 검은색의 경우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결과에 한

설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각 제품 속성들 간의 상 계 분석에 따르면,가설 8-2는

기각된 반면, 가설 8-1, 8-3, 8-4의 경우, 상 계의 방향성은

물론이고 그 크기에 있어서도 각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설을 세우지 않은 부분까지

종합 으로 살펴보면,인지된 제품의 유용성과 용이성, 신성과 가격,

패션성과 표 성간의 강한 양의 상 계가 발견되었고,인지된 제품의

유용성은 용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 모두와 약한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인지된 제품의 용이성과 형성,

신성과 패션성 표 성,패션성과 형성 가격,표 성과 가격이

각각 서로 약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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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제품 용이성과 인지된 제품 유용성 간의 양의 상 계는,

기술 제품에 있어서 인지된 제품 용이성이 인지된 제품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BrunerandKumar의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하지만,앞서 언 한 로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같은 제품군을

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두 속성 간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즉,인지된 제품 용이성과 유용성 간의 계는 연구의 상이

되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언제 도입되었는지 는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한편,인지된 제품 형성과 인지된 제품 신성 간에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두 변수를 정의할 때 각각 제품의 다른 속성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본 연구에서 제품 형성은 제품

외 의 형성을 말하고 제품 신성은 제품 기능이 얼마나

신 인지를 의미한다.만약 제품 신성을 제품의 디자인이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지와 련하여 인지된 제품 외 의 신성으로 정의한다면

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인지된 제품

신성과 인지된 제품 가격 간의 양의 상 계에 해 생각해보면,

제품 신성의 정의에 따라 신 인 제품이란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을

비 것이라고 기 한다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인지된 제품 패션성과 표 성 간에 강한 양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은,디자인의 심미 가치와 상징 가치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다는 것과,심미 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에 주목하게 됨에 따라 제품이 갖는 이미지 달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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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2: 제품 자체 색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

연구 1의 결과에서,인지된 제품 형성이 소비자들의 제품 선호

경향과 련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지된 제품 형성이 소비자의

제품에 한 선호도에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행동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서 인지된 제품 형성에 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기 하여 색채와 련된 몇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색채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한 연구를 추가 으로

진행하 다.

일반 으로 구매 의도는 소비자들의 선호 색채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선호 색채는, 상황과 맥락에 상 없이

일반 으로 선호되는 일반 선호 색채와 어떤 사물에 용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선호 색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제나나 외.,

2012), 부분의 경우 일반 선호 색채와 특정 선호 색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윤민정,김덕용,2008;제나나 외.,2012;Manav,2007),

구매 의도에의 향에 있어서도 이 둘을 구분해서 고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반 선호 색채의 개념을 색채 선호도

(ColorPreference)로,특정 선호 색채의 개념을 색채 합도(Color

Fitness)로 설명하고자 하 으며, 기술 제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있어서 이 둘의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여기에서

나아가 기본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로 인한 효과를 실증 으로

시험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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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선호도 (ColorPreference)

많은 소비자들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색채를 가지고 있다(Grossman

and Wisenblit, 1999). 색채 선호도란 이 듯 맥락에 상 없이

좋아하는 색채에 한 개념으로,다른 요인들에 상 없이 소비자들이

특정 색채를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제나나 외, 2012; 황인석,

이향주, 2012). 색채 선호도는 문화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BottomleyandDoyle,2006;Maddenetal.,2000),보편 으로

란색, 록색,보라색,빨간색,노란색 순으로 선호되어 란색과

록색 등의 차가운 계열의 색상이 빨간색과 노란색 등의 따뜻한 계열의

색상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석,이향주,2012;Bottomley

andDoyle,2006;Crowley,1993;Maddenetal.,2000;Manav,2007;

Ouetal.,2004).

한편,많은 경우에 일반 인 색채 선호도는 소비자의 색채 선택을

잘 설명해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윤민정, 김덕용, 2008;

GrossmanandWisenblit,1999;Manav,2007),이러한 결과는 색채가

사물이나 환경의 향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GrossmanandWisenblit,1999).다시 말해,소비자의 색채

선택을 이해하기 해서는 일반 인 색채 선호도뿐만 아니라 색채가

용되는 상을 고려해주어야만 한다.

색채 합도 (ColorFitness)

색채가 특정 제품군에 용되었을 때,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색채와

련된 개념은 색채 합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색채 합도란

어떤 색채가 특정 제품에 잘 맞는지, 합한지에 한 개념으로(황인석,

이향주,2012),색채가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형 인 이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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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잘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품의 특성과 색채의 특성이

일치하 을 때 소비자들은 색채 합도가 높다고 인식하며(Bottomley

and Doyle, 2006), 색채 합도가 높을수록 제품에 한 선호도도

높아진다(Martindale and Moore, 1988). 즉, 색채 합도가 높은

색채를 특정 선호 색채라고 할 수 있으며,이는 일반 선호 색채와는

달리 색채가 용되는 상을 고려한 선호 색채를 말하고,제품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황인석,이향주,2012).

한편,색채 합도의 개념에 있어서,어떤 제품에 합도가 높은

색이라는 것은 결국 제품의 형성을 높이는 색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색채에 따른 인지된 제품 형성과 색채 합도는 높은

상 계를 가진다. 따라서 색채 합도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다면 인지된 제품 형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간 으로 조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색채와 구매 의도

소비자의 구매 의도와 행동은 색채 선호도 색채 합도와

더불어, 구매 여도를 고려해 으로써 설명된다(황인석, 이향주,

2012;GrossmanandWisenblit,1999).PettyandCacioppo가 제안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 따르면

제품에 한 여도에 따라 정보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 여도

제품인지 고 여도 제품인지에 따라 색채는 제품에 한 단서로서의

요도가 달라진다.구체 으로는,구매 여도가 낮은 여도 제품에

있어서는 일반 인 색채 선호도의 향이 크게 작용하고,구매 여도가

높은 고 여도 제품에 있어서는 특정 제품에 한 색채 합도의 향이

크게 작용한다(황인석,이향주,2012;GrossmanandWisenbli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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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석과 이향주는 USB와 디지털 카메라를 상으로 이를 실증 으로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MP3와 같은 기술 제품들의 경우에 용하면,기술 제품은

구매 여도가 높은 제품군에 속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는 색채

선호도보다는 색채 합도에 의한 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 상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이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닌 패션성을 갖춘 기술

제품이고,일반 인 패션 제품의 경우 구매 여도가 높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 상 색채 합도의 요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황인석,이향주,2012),패션성을 갖춘 기술 제품을 상으로

할 때에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다만 그 크기는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됨에 따라,결과 으로 제품 자체의 색채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9.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우호 으로

향을 미친다.

H9-1.기술 제품에 있어서,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색채 선호도보다 색채

합도에 의해 더 크게 향 받는다.

기본색

윤민정,김덕용은 자동차를 심으로 한 일반 인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의 불일치에 한 연구에서 자동차의 외장색채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수한 측면으로,기본색이라는 개념을 설명하 다.

기본색이란, 무난하고 쉽게 질리지 않는 색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경우,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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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이런 제품군에 있어서 쉽게 질리지 않는 기본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MP3와 같은 기술 제품군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이들을 한 번 구매하면 짧게는 1년,길게는 몇

년까지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따라서 기본색의 개념은 기술

제품군에도 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윤민정, 김덕용은

기본색이 자동차에 한 구매 의도에 향을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 으나 이를 실증 으로 입증하지는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특정

색채의 무난한 정도가 기술 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어떤

식으로 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험해보기로 하 다.

이에 따라,소비자들이 특정 색채를 기본색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구매 의도가 직 인 향을 받는지를 보고, 나아가서는 기본색의

정도가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연구 2에서는,색채 합도를 측정하기 해 연구 1에서 사용했던

그림 1의 스마트폰과 MP3자극물을 그 로 사용하 다.색상의 분류

역시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빨간색, 록색, 란색,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회색, 검은색, 은색의 총 10가지 색상을

유지하 으며,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수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의 상 한 20,30 로 제한하 다.연구 1과 구분되는

은,제작된 자극물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 색상에 한 일반 인 색채

선호도와 기본색에 련된 질문을 하고,그 후에 스마트폰과 MP3에 해당



- 42 -

색채 선호도 (황인석,이향주,2012;MacInnisandPark,1991)

이 색은 평소 내가 좋아하는 색이다.

기본색 련

이 색은 무난한 색이다.

이 색은 오래 도 질리지 않는다.

색채 합도 (황인석,이향주,2012;MacInnisandPark,1991)

이 색은 스마트폰/MP3에 합하다.

이 색은 스마트폰/MP3와 잘 맞는다.

구매 의도 련 (Watchraversringkanetal.,2010)

내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한 번 구매해서 2년 동안 사용해야 한다면,나는 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

다.

표 11]연구 2의 설문 문항

색채가 용된 자극물을 제시하여 색채 합도와 구매 의도와 련된

항목에 차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을 끝까지 마친 응답자는 총 76명이 고,색약 는 색맹의

색각이상 증세가 있는 응답자 1명,불성실한 응답을 한 2명의 응답

결과를 제거하고 총 73명의 응답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73명의 응답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2.5%,

57.5% 고,20 와 30 의 비율은 각각 79.5%,20.5%를 차지하 으며,

응답자의 반 이상은 학생 는 학원생이었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 으며, 색채 선호도에 한 1문항, 기본색에 한 2문항,

스마트폰과 MP3에 따른 색채 합도와 구매 의도에 한 문항을 각각

2개씩 구성하여 한 가지 색상과 련하여 총 11개의 문항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구체 으로,각 문항들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모든

문항은 7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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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을 한 통계분석은 SPSS를 사용하 고,제품군에 따른

효과는 분석 단계에서 이를 통제하 다.기본색,색채 합도,구매

의도와 련된 문항들 간의 Cronbach’s alpha 값을 구한 결과, 각

항목들 모두 0.8이상의 값을 얻어 내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

(기본색 α =0.89, 합도 α = 0.98,구매 의도 α =0.97),이에 따라

평균값을 구하여 변수를 생성하 다.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비교하기 해,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종속 변수를 소비자의 구매 의도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다.이 때,

10가지의 색상은 더미 변수로 코딩 하 고,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품 유형을 통제해주기 해 제품 유형과 련된 더미 변수를 하나

생성하 다.

기본색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계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총 3차례에 걸친 회귀분석을 단계 으로

진행함으로써 색채 선호도 합도와 더불어서 기본색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여기에서 나아가 색채

선호도와 합도에 한 기본색의 조 효과까지 검증해볼 수 있다.

만일 기본색이 색채 선호도( 합도)의 향을 조 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 기본색과 선호도( 합도)의 상호작용과 련된 변수(기본색*

선호도( 합도))를 회귀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선호도, 합도,기본색

만을 독립 변수로 입해서 얻는 2단계의 회귀 모델보다 설명력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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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를 독립 변수로 활용하는 회귀 모델은,

기본색 변수를 추가로 하여 계 회귀 분석을 하 을 때의 1단계의

회귀 모델과 동일하다.따라서 다음의 계 회귀 분석의 결과를 통해

연구 2에서 알아보고자 하는,색채 선호도의 향,색채 합도의 향,

기본색의 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의도에 한 계 회귀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분석

결과로부터 1,2,3 단계의 회귀 모델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다(F1=1514.080,F2=1019.693,F3=682.730,p<.001).그 1단계의

회귀 모델로부터,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만을 독립 변수로 가질

경우에 모델의 설명력은 67.6%이고 선호도와 합도의 향의 크기는

각각 .192와 .718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결과 으로,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는 모두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우호 인 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합도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밝 져 가설 9-1과 9-2가

지지되었다.

이후 단계의 회귀 모델에서는,색채 선호도,색채 합도,기본색의

정도를 독립 변수로 하는 2단계 회귀 모델에서 선호도*기본색,

합도*기본색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킴에 따라 수정된 R제곱이

.678에서 .701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선호도*기본색과 합도*

기본색의 상호작용 변수가 각각 -.318와 .802의 베타값을 가져,

기본색이 두 독립변수의 효과를 조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본색은 그 자체로 -.165의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정리하면, 기본색은

종속변수에 직 인 향을 미치며 독립변수들을 조 하는 효과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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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626*** .091 　

-6.873
.000

선호 .224 .019 .192*** 11.502 .000

합 .772 .018 .718*** 42.916 .000
R제곱

.676
수정된R제곱

.676
F값 1514.080***

2 (상수) -.670*** .092 　 -7.299 .000

선호 .188 .022 .161*** 8.421 .000

합 .731 .022 .679*** 33.383 .000

기본 .087 .027 .076*** 3.270 .001
R제곱

.678
수정된R제곱

.678
F값

1019.693***

R
2
변화량 .002

F변화량 10.692*** .001

3
　

　
　

(상수) .308* .187 　 1.646 .100

선호 .406 .049 .348*** 8.318 .000

합 .254 .049 .236*** 5.148 .000

기본 -.187 .053 -.165*** -3.548 .000

　 선호*기본 -.048 .011 -.318*** -4.378 .000

　
합*기본

.111 .010 .802*** 10.687 .000
R제곱

.702
수정된R제곱

.701
F값

682.730***

R2변화량 .024

F변화량 57.689*** .000

표 12]구매 의도에 한 계 회귀 분석 결과

*p<.10.**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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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토의

결과로부터,기본색을 고려하지 않고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의

향만을 보았을 때에는 가설 9와 9-1모두 채택되어 기술 제품과 같이

고 여도 제품에서는 색채 선호도보다 색채 합도의 향이 크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황인석, 이향주, 2012;

GrossmanandWisenblit,1999).

그러나 기본색의 개념을 도입하면 색채 선호도와 색채 합도의

향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배제하면 기본색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어떤 색상이 무난하다는 것은 평범하다거나

특별한 매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즉,연구 1에서 밝 진 것과 같이

무난한 색상은 어떤 제품과도 잘 어울리는 반면, 무난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선호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성이 없고

평범하다고 인식되는 부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기본색의 조

효과를 살펴보면,색채 선호도와는 음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색채

합도와는 양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난한

색상의 제품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색상을 얼마나 선호하는지의 향은

어들고 색상이 제품에 얼마나 합한지의 향이 증가하며,무난하지

않고 독특한 색상을 지니는 제품에서는 색채 선호도의 효과는 증가하고

색채 합도의 효과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실험 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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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연구의 시사

제품 자체의 색채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른 제품 속성들에 한 연상

작용은 달라진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색상에 따라 제품의 유용성,

용이성, 신성,패션성, 형성,표 성,가격을 다르게 인지하며,

단의 근거로서 색채의 요도는 인지된 제품 형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인지된 제품 신성과 표 성에서는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제품 외 의 형성은 제품의 패션성과 더불어 제품의 심미

속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제품의 심미 가치는 제품의 기능 속성과

무 하게 오직 제품의 외 으로부터 비롯된다.결과 으로,색채는 제품

디자인의 요한 구성 요소로서 제품의 형성에 큰 향을 미치며,

어떤 색채가 특정 제품에 얼마나 합한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

색상 선택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즉,제품 자체의

색채는 심미 인 가치로의 연상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비록 기술 제품군에 있어서

제품의 신성 등의 기능 속성들에 한 인지과정에서 색채가 요한

단서로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술 제품이 아닌 일반 인

제품들에 있어서는 색채 자체가 제품의 성능에 한 정 는 부정

연상을 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e.g., Sallis and Buckalew,

1984),제품 자체의 색채는 기능 속성의 연상 과정에 있어서도 여 히

요하게 다 질 필요가 있다.따라서 제품의 패션성과 형성 등의

심미 속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속성과 련하여 제품

자체의 색채가 마 으로 리되어야할 요한 요소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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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흰색,회색,검은색,은색이 기술 제품의 속성들에 한

우호 인 연상 작용을 야기하고 각 제품 속성들에는 체 으로 양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 짐에 따라,이런 색상들을 기술 제품에

용할 경우에 소비자들의 우호 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 할 수 있다.한편,이 네 색상은 기술 제품에 가장 합한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면 제품군에 합한 색상을

용했을 때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가 높아지리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추가 으로,완 히 형 이나 비 형 인 제품들보다 형 인

제품과 약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Creusen and Schoormans, 2005; Meyers-Levy and Tybout,

1989), 형 인 색상을 바탕으로 하되 특징 인 색상으로 포인트를

으로써 형성에 크게 어 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인지된 제품의 형성은 경험을 통해 확립된다.제품의 도입

기에 어떤 디자인이 제시되었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형 이라고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도 달라지며,특정 디자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디자인을 형 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 한 크다. 이는 색상

용에 있어서도 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흰색, 검은색 등의

무난한 색상이 기술 제품에 제일 합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해당

색상으로 된 제품들에 많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른 색상들로 된 제품에 자주 노출된다면 형성에

한 인식이 달리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고,이로 인해 기술 제품군에

있어서 합하다고 느끼는 색상 한 변할 수 있다. 한,Zajonc의

단순 노출 효과(Mere Exposure Hypothesis)에서와 같이 소비자들은

특정 디자인에 자주 노출될수록 그 디자인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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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색채 디자인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반복 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제품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명도와 채도가 색채의 의미나 소비자들의 감정,평가

등에 미치는 향이 존재한다고 언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소비자들의 연상 작용에 한 색상의 향에만 집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행하 는데 이로 인해 설문이 진행되는 모니터 설정에 따른

자극물의 명도와 채도를 통제하지 못 하 다.제품 색상의 향과 명도

채도로부터 비롯되는 효과를 세부 으로 분리해내기 하여 제품에

용되는 색채의 명도와 채도를 통제하고 연구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명도와 채도의 향은 각각의 수 을 달리한 자극물을 생성하여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일반 으로 높은 명도의 색채는 낮은 명도의

색채보다, 높은 채도의 색채는 낮은 채도의 색채보다 선호됨에

따라(GuilfordandSmith,1959;LabrecqueandMilne,2012),제품

색채의 명도와 채도의 수 이 다를 때 소비자들의 선호 경향이 연상

작용에 있어서도 같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 상과 련하여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양하게 용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의 20,30 소비자들을 상으로 진행되어 다른 연령 혹은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색채에 한

선호도와 색채에 따른 의미는 성별에 따라,연령에 따라,문화에 따라,

시 에 따라, 개인의 성향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황인석,이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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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Bloch, 1995; Creusen and Schoormans, 2005; Grossman and

Wisenblit, 1999; Holbrook and Schindler, 1994). 때문에 특정

연령 에서 혹은 특정 문화권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경우에 용시키기

해서는 많은 신 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한,본 연구의 상으로

사용한 스마트폰과 MP3외의 다른 기술 제품군에 연구 결과를 용시킬

때에도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 한 일반화를 하여 보다 다양한

표본과 자극물을 통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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