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 � ,

37 卷 2∙3

(2003年 9

)

소비자의 내적 지식이 신제품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 재 일 ***
이 장 은 ***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내적 지식 이전과정이 신제품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결과
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진 기존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 지식을 많이 소
유한 전문적 소비자일수록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제품 성능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이어지
며, 또 신제품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서 신
제품에 대한 제품 성능 기대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기능성 광고를 제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광고나 제품 사용 경험과 같은 외재적 정보원을 통해 제
품이나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학습한다. 그러나 소비자 학습은 친숙한 영역(familiar
domain)으로부터 새로운 영역(novel domain)으로의 내적 지식 이전 과정(internal
knowledge transfer)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서 신제품
에 관해 알 수도 있지만, 신제품과 유사한 기존제품의 지식을 이전함으로써 신제품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브랜드 확장, 원산지 효과 등의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식이전은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아가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고한 석사과정의 김문섭, 김혜주에게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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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내적 지식이 신제품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이해, 기대, 선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비자의 내적 지식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문헌 조
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한 변수들이 신제품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
설을 설정한 후, 실증 조사를 통해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 소비자 내적 지식 이전 과정에 관한 이론
1. 범주화 이론
지금까지 지식이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범주화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되어
왔다. 범주화 과정은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하
나하나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합하는 개별적 처리과정(piecemeal
processing)을 거치지 않고, 신규 유입 정보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단순하게 반응할 때에 일어난다. 이는 소비자가 신규 유입 정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되는데, 소비자가 신규 유입 정보를 기존
의 조직 구조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데에 실패하면 소비자는 기존의 지식 구조에는 없
는 별개의 범주로써 이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억에 저장하지 않고 사라지게
한다.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범주화를 통해서 정보처리를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인지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주화는 소
비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품 지식이 많은 소비자들
은 제품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고, 경험 및 친숙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 정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초심자들과 비교하여 특정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노력의 양이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유입되는 정보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 범주 지식과 불일치할 경우, 소비자는 신제품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기 위해 제
품 속성에 관해 더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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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범주화 이론(categorization theory)이 지식 이전에 관한 연구의 개념적인 바탕을 제
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괄적인 이론적 틀로써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범주화 연구에서 범주(category)는 지식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도
구가 아니라 조직화하는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주화 이론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다[Fiske and Neuberg, 1990].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카메라를 기존 유형의 카메라로 범주화 시키는 과정 후
에 발생하는 신념의 이전처럼, 범주화 패러다임에 근거한 연구들에서는 지식이전을
새로운 자극의 조직화에 따른 부산물로 본다[Gregan-Paxton and Deborah Roedder,
1997]. 즉, 범주화 패러다임에서는 카테고리가 새로운 자극을 조직화하는 기능 이외
에 그 자극에 대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범주화 이론은 지식이전 과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제한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비자가 가진 사전 지식이 현재의 소비자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2. 유추적 학습이론(analogical learning theory)
유추적 학습 이론은 소비자 지식 이전에 관해 훨씬 더 포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기저영역(base domain)과 목표영역(target domain) 간 관계를 함수로 하
여 이들 영역 간의 지식이전을 주로 설명한다[Gentner, 1989]. 이 이론은 기존 지식
구조가 특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유추
적 학습 패러다임은 새로운 정보의 조직화에 사용되는 기억 속의 기존 지식 구조간의
지식 이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식 구조간의
지식이전에 관한 포괄적인 시야를 제공한다.
유추적 학습은 접근(access), 일치화(mapping), 이전(transfer), 스키마의 형성
(inducing a schema)의 4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접근의 단계에서는 기저 영역의 개
념에 대한 이해를 목표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일치화의 단계에서는 친숙한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영역
으로의 이전의 과정에서 활성화된 지식이 제대로 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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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영역간의 일대일 대응(one-to-one correspondences)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단계로 지식 이전이 일어나고, 유추적 학습의 결과로 추상적 지식의 구성체인
스키마(schema)가 형성된다. 스키마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추적 학습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Gregan-Paxton and Roedder John, 1997].
유추에 의한 소비자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비
교를 통해 무엇이 학습되는가에 있다. 따라서, 비교 과정의 이해가 중요한데, 이에는
3가지 유형의 비교가 있다. 첫째, 완전 유사성 비교(Literal Similarity Comparison)에
서는 제품 속성(attribute)과 관계(relation)가 둘 다 비교에 사용될 때에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기저 영역의 속성 및 관계와 관련된 정보가 모두 적절하게 이전된다. 둘째,
관계 비교(Relational Comparison)는 기저 영역과 목표 영역의 일치화가 주로 두 영역
간의 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에 일어나며, 이러한 유형의 비교는 신기술로부터 탄
생한 신제품의 학습 시 많이 볼 수 있다. 셋째, 단순 외관 비교(Mere Appearance
Comparison)는 기저 영역과 목표 영역의 일치화가 주로 속성 위주로 일어나는 경우
를 말한다. 모방제품(Me-too-product)이 대표적이다. 모방제품은 완전 유사성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인‘관계에 있어서의 공통성’
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에 기저 영역과 목표 영역의 부각적 요소(salient element) 간의 비교를 바
탕으로 일치화가 일어나는데, 관계 일치화(relational mapping)가 설명력이 높기 때문
에 속성 일치화(attribute mapping)에 비해서 선호된다. 기저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의 소유자는 초심자에 비해서 관계 일치화를 많이 하며, 기존에 발달된 스키마를 이
용하여 신제품에 대해 좀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3.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유추적 학습에 있어서 기존 지식의 역할
소비자들의 신제품 수용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
존 제품 범주 지식(existing product category knowledge)이다. 즉, 기존 지식은 소비자
들의 신제품에 대한 이해, 신제품의 상대적인 이점과 위험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이 낮을수록,
혜택이 많을수록 신제품의 수용률은 높아질 것이다. 신제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속성의 변이성(Attribute Mutability), 혁신의 연속성(Innovation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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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Love and Sloman, 1995]. 그 중, 기저영역 지식은 개인
의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신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기존 제품 카테고리를 기저영역(primary base
domain)이라 부르며, 이는 혁신 제품이 제공하는 혜택과 가장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
는 제품이다. 혁신의 연속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에 있어 기저영역 지식이 가장 큰 영
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기저영역의 특징 중 변하기 어려운 속성이 많이 변할수록,
혁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연속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저영역 지식을 신제품(목표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접근(access), 일치화(mapping), 이전(transfer)의 3단
계를 거친다. 접근 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저영역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어 목표 대상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목표대상이 기저영
역과 표면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경우, 접근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Gentner,
Rattermann, and Forbus, 1993]. 그러나 접근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외재적
단서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Moreau, Markman, and Lehmann. 2001]. 접근 과정
에서 소비자는 기저영역과 목표영역의 내용과 구조를 비교한다. 비교의 과정을 통해
서 소비자는 각 영역 요소들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한다. 두 영역간의 유사성
(similarity) 또는 적합성(compatibility)은 일치화(mapping)가 얼마나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Rogers, 1995]. 그 결과 구축된 일치화의 유형은 이
전될 지식의 유형과 양 그리고 제품에 관한 유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이전과정의 일치화(mapping)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속성(attribute) 혹은 관계
(relation)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저영역과 목표영역을 비교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
하면 소비자들은 관계 기반 일치화를 속성 기반 일치화에 비해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관계 일치화를 통해 신제품의 성과에 대한 목적 관련적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일치화가 선호된다고 하더라도 초심자(novice)들
은 두 영역간의 관계를 인식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expert)에
비하여 가시적인 제품 속성을 근거로 비교하는 속성 일치화를 많이 사용한다.
기저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기저영역과 목표 대상인 혁신
제품간의 관계 일치화를 쉽게 할 수 있어서, 기존 제품의 속성과 관계에 관한 상당량

20 經 � ,

37 卷 2 ∙ 3

의 유용한 지식을 이전시킬 수 있다. 결국 기존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신제품에 대한
전문성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초심자는 두 영역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상대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광고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시되는 제품 속성 위주
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속성 일치화로 이전된 지식은 목표 신제품에 대한 속성 관련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최악의 경우 속성 일치화를 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
다. 초심자들은 신제품 광고가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속성에 대한 것
일 경우, 기존 제품과 새로운 목표 영역의 일치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초심자
들의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comprehension)는 전문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가능성
이 있다.
지식 이전의 과정에서 관계 일치화는 목표와 관련된 추론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제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상대적인 이익과
위험에 대한 지각은 신제품의 특정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추론에 기반하므로, 원하
는 목적을 이룰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상대적 이점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연속적 혁신의 경우 전문가들은 초심자에 비해 관계 일치화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초심자간의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상대적 이점과 위험
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신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광고 해석 시 전문가들은 초심자들에 비해 혁신의 진
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초심자들은 새로운 특징을 오히려 복잡하
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위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연속적 혁
신의 경우 전문가들 또한 기저 영역과 목표 영역 간의 관계 일치화에 어려움을 겪어
서, 효과적인 합목적적 추론에 필요한 지식이전을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
로 초심자들에 비해 제품 관련 목적(product-related goal)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초
심자들에 비해 신제품으로 해결하지 못한 목적이 많이 남게 되고 이것이 신제품의 위
험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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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가설 및 방법
1. 연구 가설

H1: 소비자가 소유한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신제품에 대
한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다[Sujan, 1985]. 첫째, 개별적 처리과정(piecemeal processing)은 광고, 포장 또는 기
타 정보 원천으로부터 단편적 정보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개별
적으로 분석, 평가, 결합하여 최종 평가에 도달하는 것이다. 둘째, 범주화 과정
(categorization)은 기존의 지식 범주를 기초로 하여 새로 유입되는 정보들을 개별적으
로 처리하지 않고, 집단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소비자
는 이러한 범주화를 통해서 인지적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 한 자극을 범주화 한다는
것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자극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그 카테
고리에 있지 않는 자극과는 구별한다는 것을 말한다[Rosch, 1978]. 이는 소비자가 새
로운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만약
기존의 지식구조에 의거해 분류하지 못하면 별개의 범주를 형성하거나 제외시킨다.
즉, 기존의 지식 체계와 새로운 정보가 부합될 경우에는 소비자는 범주화된 생각을
하며, 반면에 기존의 지식체계와 새로운 정보가 잘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제품속성 위주로 고려하게 되고, 상호 모순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비자를 특정 제품과 관련된 지식이 많은 전문가(expert) 소비자와 지식이 적은 일반
초보(novice) 소비자로 분류하면, 두 집단 간의 의사결정과정과 전략이 다를 수 있다.
전문가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 초보자에 비하여 다음과 같
은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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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문가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중요한 정보만 처리하며, 관
련이 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Johnson &
Russo 1984). 둘째, 기억에 보관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셋째, 새로운 정보를 시연(rehearse)하거나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된 능
력 등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Seles & Gronhaug, 1986]. 따라서 전문가는 더 잘 발
달된 개념적 구조(conceptual structure)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소비자는 제품
정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초보 소비자들보다 특정한 제품을 이해하기 위
해서 요구되는 인지적 노력의 양이 덜 필요할 것이다[Johnson & Kieras, 1983].
이와 같이 특정제품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 과
정에서 유입되는 정보가 기억 속의 지식기반과 일치하면 보다 신속하게 제품에 대한
최종 태도 형성과 평가에 도달하며, 이 과정에서 제품 범주와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제품 속성과 관련된 생각은 더 적게 하게 된다[Sujan, 1985].
그러나 유입되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 범주 지식
(category knowledge)과 불일치할 경우, 최종 평가를 할 때에 속성에 관해 더 분석적
으로 검토를 하게 되며, 따라서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유입정보가 기억 속의 제품 지식과 일치할 경
우 자신의 인지구조에 기반을 둔 판단을 하게 되는 반면에, 유입정보가 제품 지식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분석적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이 적은 초보 소비자는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
유는 관련된 정보 구조의 결핍 때문이기도 하고[Sujan, 1985], 경험을 충분히 평가하
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Hoch & Deighton, 1989]. 특정 제품 영역에 친숙하지 않
은 소비자는 복잡한 제품을 평가할 때 제품의 구체적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의존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평가 작업을 단
순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초심자들은 고려하는 속성을 중요
성보다는 편의 내지는 사용상황에 기초를 두고 제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의사결정과제는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Russo & Dosher, 1983].
초심자들이 하는 이러한 추론의 방식은 평가에 기초한 추론이 아닌 경우가 많다.
즉, 기존 제품이나 속성의 후광효과(halo effect)에 의해 신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태도를 무분별하고 무의식적으로 신제품에 전이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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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된다[Nisbett & Wilson, 1977]. 또한 초심자들은 여러 의사결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덜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쉽게 이해되는 속성들에 가중치를 더 둘 가능성
이 높다. 반면, 전문가들은 인지구조가 확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입정보를 토대로
이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의사결정에 임해서 즉각 이를 활용하게 된다.

H2: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제품의 성능에 대해 높은 수준
의 기대를 할 것이다.
H3: 신제품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신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
도를 형성할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신제품이 제공해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해당 신제품의 강점과 관련하여 높
은 수준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성과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구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이것이 곧 제품구매의
주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호감도 형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높은 수준
의 기대가 형성되고, 그 제품이 기대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
신적 신제품에 대한 호감도는 증대할 것이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호감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H4: 소비자의 사전 지식 수준과 광고의 성격에 따라서 신제품의 성능
에 대한 기대가 다를 것이다.
H4a: 전문가는 외양 위주의 광고 메시지보다는 기능 중심 광고 메시지
를 제시했을 경우 신제품의 성능에 대해 호의적인 기대를 할 것이다.
H4b: 초심자는 기능 중심 광고 메시지보다는 외양 위주의 광고 메시
지를 제시했을 경우 신제품의 성능에 대해 호의적인 기대를 할 것이다.

전문가의 경우는 새로운 정보를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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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더 잘 발달한 개념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제품의 기능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지식이전 및 신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앞서 가정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있어서 기능 중심의 광고 메시지는 신제품의 이해를 도와 호의적인 기대
와 평가를 형성하게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경험이 적은 소비자는 신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한 복잡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초심자는 지식 이전 및 신제품을 평가
할 때 제품의 구체적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의존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디자인, 브랜드 등의 외재적 단서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 속성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자들에게는 외재적 단서 중심의 광고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경우 신제품
에 대해 호의적인 기대와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혁신적 신제품 평가에 있어 소비자의 기존 지식이 신제품의 인식, 태도
형성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대상
혁신 신제품으로 비교적 사용율이 낮으면서 디지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MP3
player를 선택하였다.
MP3 player를 혁신적 신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MP3 player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상의 소
리바다, 냅스터 등의 음악공유 사이트 이용률이 낮아 대상 제품을 혁신적 신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을 선발하였다. 또한 설문은 MP3 player의 잠재적 구매자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12
월 3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24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설문을 제외한 224부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2) 표본의 구성
먼저 성별로는 남자 106명(47.3%), 여자 118명(52.7%)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
자들의 직업은 학생 140명(62.5%), 회사원 68명(30.4%), 프리랜서 및 기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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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81.7%가 워크맨, CDP 등의 휴대용 음
악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91.5%(1일 4시간 이상 42%, 1일 2~3시간 29.9%, 1일
1시간 19.6%)가 거의 매일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어 설문 대상자들은 연구대상 제품
인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친숙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IV. 분석 결과
1. 측정항목의 평가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한 결과, <표 1>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Cronbach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술적 연구에
서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요
인이 추출되었다. 사전 지식, 이해도, 기대도, 호감도를 측정하는 각 항목들이 각각
동일한 요인에 높이 부하되어 나타남으로써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제품 이해도를 측정하는 2개 항목 및 제품 기대를 측정하는 2개 항목은
다른 요인에도 상대적으로 높이 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표 1>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검증 결과
이론변수

측정항목 수

Alpha 계수

사전 지식 수준

4

0.8542

제품 이해도

3

0.7663

제품 성능 기대도

3

0.7083

제품 호감도

3

0.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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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들의 요인분석 결과
이론변수

측정항목

요인 1
적재치

요인 2
적재치

요인 3
적재치

요인 4
적재치

커뮤낼러티

설명된
분산비율

사전 지식 수준

B1

0.914

0.094

0.136

0.028

0.863

71.301

B3

0.878

0.103

0.241

-0.021

0.840

B2

0.798

0.197

0.161

0.062

0.705

B0

0.676

-0.006

-0.045

-0.059

0.462

E7

0.190

0.888

-0.049

0.151

0.851

E8

0.214

0.887

0.027

0.108

0.846

E6

-0.073

0.743

0.219

0.300

0.695

C5

0.230

-0.055

0.833

0.105

0.760

제품 호감도

제품 이해도

C6

0.079

0.151

0.799

0.034

0.669

C4

0.068

0.039

0.789

0.092

0.637

제품 성능

E2

-0.010

0.102

0.177

0.778

0.647

기대도

E1

0.000

0.084

-0.012

0.778

0.612

E3

0.001

0.321

0.072

0.757

0.682

2. 가설 검증

H1: 소비자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신제품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을 것이다.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구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식 수
준은 3.1039로 나타났으며, 3.1039 이상을 전문가 집단으로 그 미만은 초심자 집단으
로 나누어 집단 별 제품 이해도 차이를 일원 분산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초심자 집단
의 평균적인 제품 이해도는 3.7182로 전문가 집단의 평균 제품 이해도 4.1404에 비해
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련제품에 대한 기존 지식 수준이 신제품에 대한 이해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채택되었다(F = 4.629; p =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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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전지식 수준과 제품 이해도에 대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집단-간

9.978

1

9.978

4.629

.033

집단-내

478.462

222

2.155

합계

488.440

223

이는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 카테고리 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
문에,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제품을 친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이
고,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H2: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제품의 성능에 대해 높은 수준
의 기대를 할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제품 성능에 대한 기대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제품
이해도를 독립변수로 제품 성능 기대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에 따르면,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제품 성능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비례
적으로 증가하였다(β = .201; p < .01).
신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신제품이 제공해줄 수 있는 성능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해당 신제품의 성능과 관련하여 높
은 수준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제품
성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이것이 곧 높은 기대수준으로 연결된다.

<표 4> 제품 이해도와 성능 기대도 간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된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4.053

.246

이해도

.179

.058

표준화된 계수

β
.201

t

유의확률

16.508

.000

3.06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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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신제품의 성능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신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
도를 형성할 것이다.

신제품의 성능에 대한 기대도와 호감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 기대
와 관련된 항목들을 독립변수로, 신제품 호감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대도 관련 항목들의 평균 기대도 값이 높을수록 신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2 = .261; β = .409; p < .01).
제품의 성능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구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
며, 이것이 곧 제품구매의 주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호감도 형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기대가 형성되고, 그 제품이 기대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제품에 대한 호감도는 증대할 것이다.

H4: 소비자의 사전 지식 수준과 광고의 성격에 따라서 신제품의 성능
에 대한 기대가 다를 것이다.
H4a: 전문가는 외양 위주의 광고 메시지보다는 기능 중심 광고 메시지
를 제시했을 경우 신제품의 성능에 대해 호의적인 기대를 할 것이다.
H4b: 초심자는 기능 중심 광고 메시지보다는 외양 위주의 광고 메시
지를 제시했을 경우 신제품의 성능에 대해 호의적인 기대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사전 지식수준과 광고 성격에 따라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제품 성능 기대도와 호감도 간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된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2.610

.322

성능기대

.435

.065

표준화된 계수

t

유의확률

8.107

.000

6.673

.000

베타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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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전지식수준, 광고성격에 따른 제품성능 기대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
사전 지식

광고 성격

평균

표준 편차

표본 수

초심자

외양성광고

4.4253

1.4027

29

기능성광고

5.0230

1.0155

29

광고미제시

4.8141

1.2179

52

소계

4.7667

1.2304

110

외양성광고

4.3810

1.4400

42

기능성광고

5.3214

1.1949

28

광고미제시

4.7348

1.3858

44

소계

4.7485

1.3985

114

외양성광고

4.3991

1.4149

71

기능성광고

5.1696

1.1076

57

광고미제시

4.7778

1.2911

96

소계

4.7574

1.3157

224

전문가

Total

<표7> 지식 수준과 광고 성격 유형에 대한 분산 분석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

F

유의 수준

수정된 모형

20.293

5

4.059

2.419

.037

사전 지식

.179

1

.179

.107

.744

광고 성격

18.441

2

9.221

5.496

.005

.419

.658

지식*광고

1.406

2

.703

오차

365.750

218

1.678

Total

5455.889

224

Corrected Total

386.043

223

결과에 따르면, 제품 성능에 대한 기대도는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p
= 0.74), 제시되는 광고의 성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사전지식 수준과 제시되는 광고의 성격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p =
0.658).
분석결과 전문가의 경우 기능성 광고를 제시했을 경우 제품 성능 기대도는 5.3214
로 광고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제품 성능 기대도인 4.734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양성 광고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기대도가 4.3810으로 광고가 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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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보다 기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기능성 광고 제시 시 성능 기대도가 5.0323, 외양성 광고 제시
시 성능 기대도가 4.3810으로, 광고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의 제품 성능 기대도 4.7348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기대는 초심자의 경우에도 전문가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시되는 광고의 성격이 기능적인 경우 제품 성능에 대해 긍정
적 평가를 하게 되지만, 외양적 광고 단서가 제공될 경우에는 제품 성능 기대도가 오
히려 떨어져서 사전지식수준에 따른 제품 기대도의 차이보다는 제시되는 광고 단서
의 성격에 따라서 제품 기대도가 크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제품성능 기대와 관련하여 볼 때는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기능성 광고를 하는 것이 혁신적 신제품에 대한 기대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문헌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전 지식이 혁신적 신제품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사전지식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심적인 이론적 틀이 되는
지식이전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 이전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많이 소유한 소비자일수록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
으며, 높은 이해도는 제품 성능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밝혀냈다. 제품 성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신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서 제품 성능 기
대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식수준에 상관없이 기능성 광고를 제시하는 것
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정확히 대응시킬 만한 기존 제품 카테고리가 없는 혁신적 신제품의 수용 과
정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신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 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혁신적 신제품은 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제품
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어서, 신제품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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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제품들에 대한 사전 지식의 이전을 통해 신제품을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신제품인 MP3 player 수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유사하
다고 인식한 CDP, 워크맨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노트북, 전자수첩, 휴대폰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혁신적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마케터는 해당 신제품을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여
신제품에 긍정적인 지식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사전 지식 수준은 신제품에 대한 지식 이전 유형을 결정하며, 제품
이해도, 기대 수준 형성, 호감 형성 등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목표 고객의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기대수준 및 신제품에 대한 호
감도에 있어서 초심자에 비해서 높았다.
셋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기대도가 달라
짐을 확인하였다. 기능성 광고와 기능성 브랜드를 제시한 경우 전문가와 초심자 모두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제품의 성능에 대해 높은 기대 수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마케터는 신제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제
품의 기대 성격을 분명히 하고, 목표 기대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그 동안의 신제품 확산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신제품 혹은 신기술의 전
체 확산 및 수용 패턴을 밝히는 데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최종 수용자인 소
비자 개인의 내적인 수용 프로세스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제품의 수용 주체
가 되는 소비자 개개인의 수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는 신제품 연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연구 영역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개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신제품 수용
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향후의 연
구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비자의 사전 지식 수준을 나누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적 지식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전체 모집단의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를 전문가
로 그 이하의 지식수준을 지닌 소비자를 초심자로 이분하였다. 그러나 사전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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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항목에서 연구 대상 제품인 휴대용 음악기기에 관한 지식 측정 외에도 음악
에 대한 심취 정도, 다른 하이테크 제품 관련 친숙도 등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전 조사를 거쳐서 MP3 player의 인식에 있어서 CDP나 워크맨은 음악 재
생이라는 기능중심으로 인식되는 반면, 휴대폰은 디자인, 크기 등의 외양중심으로 인
식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기능성 브랜드로 대표적인 워크맨 브랜드인 SONY를 선택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카테고리 내의 다른 브랜드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조사에서는 본 조사에 사용된 편의 표본이 아닌 보다 대표성이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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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nsumers’ Internal Knowledge Transfer
on the Adoption of New Products

Jae-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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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nsumers’ adoption processes of innovative new products.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prior knowledge related to new products in the
formation of attitudes.
The major findings show that consumers with more prior knowledge (the expert
consumers) understand new products better. In turn, this high level of understanding level
leads to the high expectation level of product performance. Consumers who expect high
performance also appear to possess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new products.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consumers with much prior knowledge mainly recognize new products
through function-based (relational) mapping from existing products. On the other hand,
novices, consumers who have less prior knowledge, recognize new products through
appearance-based mapping from existing products. The results imply that consumers’ prior
knowledge and internal knowledge transfer influence significantly the adoption of new
products and that marketers should plan and implement marketing communication to derive
positive knowledge transfer.
Key Words: internal knowledge transfer, new products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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