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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전문성, 혁신의 연속성, 광고메시지 유형을 중심으로 

 

한민희1) 현용진1) 김문용2) 

 
제 1 장   서  론 

 

초기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세인의 주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신제품들은 많다. 이처럼 어떠한 신제품이 

성공을 거둘지 모르는 매우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현재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서 혁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혁신제품에 관한 

소비자 반응에 관한 연구는, 혁신의 수용과 관련하여 확산과정에서의 수용자들의 

특성, 혁신의 속성, 저항요인,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한 예측모델의 개발, 가격/광고 

전략, 진입시기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Gatignon and Robertson 1985; 

Mahajan, Muller, and Bass 1995). 하지만 혁신 수용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소비자 혁신 수용 결정의 기저를 이루는 심리학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Moreau, Lehmann and 

Markman 2001). 그러므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소비자들의 혁신제품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제품과 연관 

지어 신제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지, 차별적인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제품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등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평가하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기존 제품에 관한 지식을 기저 지식(Primary base domain 

knowledge)이라고 한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제품, 다시 말해 불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혁신제품 간의 차이를 메워야 하므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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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Supplementary base domain knowledge)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마케팅활동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어떤 

제품 광고를 할 때는 혜택(benefit)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 정보나 광고메시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수준 및 정보처리능력에 따라 주어진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Alba and Hutchinson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갖는 제품 지식의 영역(Knowledge domain)을 

기저 지식(Primary base domain knowledge, 이하 PK라 칭함)과 보조 

지식(Supplementary base domain knowledge, 이하 SK라 칭함)으로 나누어, 양 

지식의 수준이 혁신제품 속성의 이해 및 혜택 지각, 혁신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의 연속성(연속적 혁신/불연속적 혁신)과 광고메시지 

유형(속성메시지/혜택메시지)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 시장에 

출시될 하이테크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문헌 고찰 

 

2.1   소비자의 전문성(Consumer Expertise)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경험에 기반한 지식 중 어느 

한 측면만으로 측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측정 방법이 연구되었다. 즉, 이 방법은 소비자의 지식 

측면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친숙성(familiarity)과 전문성(expertis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친숙성(familiarity)이란 소비자가 지닌 특정한 제품 관련 경험의 

수(광고 노출, 정보탐색, 판매원과의 교류, 선택과 의사결정, 구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품 사용을 포함)를 의미하며, 전문성(expertise)이란 성공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5가지 차원 (cognitive effort, 

cognitive structure, analysis, elaboration, memory)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전지식은 개인이 소유한 전문성(expertise)의 정도로서 정의되며, 

이러한 경험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를 전문가(expert)와 초심자(novice)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능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전문가로, 능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을 초심자로 일컫는다(Alba and Hutchin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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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전지식과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 혜택 지각 간의 관계 

소비자의 혁신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기존 제품 범주에 관한 

지식(existing product category knowledge)이다. 소비자행동론과 심리학 연구를 살펴 

보면,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이 사고(thinking)의 비용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lba and Hutchinson 1987; Bettman, Johnson, and Payne 1991; 

Gregan-Paxton and John 1997). 또한 확산(diffusion) 연구에서도 사고의 비용과 

내용이 확산속도와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Gatignon and Robertson 1985; 

Ostlund 1973; Robertson 1971; Rogers 1983). 따라서 사전지식은 소비자의 신제품 

속성 이해(Gatignon and Robertson 1991)와, 소비자가 신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상대적 이점과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er 1960 ; Ostlund 1973). 소비자의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가 증가할수록 혁신수용은 높아질 것이며(Gatignon and 

Robertson 1991; Holak 1988; Rogers 1983; Sheth 1989), 혁신제품이 갖고 있는 

상대적 이점을 소비자가 많이 지각할수록 혁신수용은 높아질 것이다(Rogers 1983). 

 

2.3   혁신의 연속성(Innovation Continuity) 

    혁신의 연속성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 보면, 학자들마다 혁신의 

연속성(Innovation Continuity)을 다르게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연속성을 소비자들의 소비 과정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불연속적 혁신, 

동태적 연속 혁신, 연속적 혁신으로 구분한 Robertson(1967)의 분류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소비자가 기존에 형성하고 있던 소비 패턴을 가장 적게 

변경하는 혁신, 비교적 작은 변화만을 필요로 하는 혁신을 연속적 혁신(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태적 연속 혁신(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이란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변경시키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최초의 

전자레인지나 PC, VCR, 흑백 텔레비전, 자동변속장치의 출현과 같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행동 측면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혁신, 즉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패턴을 

요구하는 혁신을 불연속적 혁신(Dis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한다. 

 

2.4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광고메시지 유형간의 관계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할 때 제시된 메시지의 형태는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추론되어 제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메시지의 

형태에서 제품의 속성(attribute)을 제시하느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benefi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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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느냐에 따라 지식 수준이 각각 다른 소비자들은 추론을 통해 상이한 

정보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Huber & McCann(1982)은 속성 정보(attribute 

information)만 제시되었을 경우, 전문가들(experts)은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추론할 

수 있으며 속성 정보를 정보 가치가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한편, Maheswaran 

and Sternthal(1990)의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초심자는 각각 광고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메시지 내용 

뿐 아니라 함축하는 의미까지 유추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초심자에 비해 광고에 대해 더 많은 정보처리를 하게 되므로 광고효과도 더 높다고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제품판단이 광고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제3장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3.1    혁신의 연속성, 기저지식과 혁신제품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의 관계  

3.1.1   이해 : 혁신의 연속성과 기저지식의 상호작용효과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 기저지식 내의 속성 간의 

관계 마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저지식이 많은 전문가는 신제품과 

기존제품 간에 관계기반 일치화(relation-based mapping)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초심자의 경우엔, 기저 영역과 목표 영역 간의 관계적인 

유사성(relational similarity)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제품속성간의 유사성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즉, 초심자는 신제품에 대한 지식을 기존 지식 영역에 일치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속성 기반 일치화(attribute-based 

mapping)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초심자의 신제품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보다 낮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소비자행동론과 심리학에서 

일관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학습비용(learning cost)과 관련된 결과라 하겠다(Alba 

and Hutchinson 1987; Einhorn and Hogarth 1981; Johnson and Kieras 1983; 

Newell and Rosenbloom 1989).  

한편,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불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 기저 지식이 많은 

전문가는 두 영역 간의 관계기반 일치화를 할 때 많은 비일치성을 인식하게 

되어(Gentner, Rattermann, and Forbus 1993) 관계기반 일치화의 어려움을 느낀다. 

반면, 초심자는 속성기반 일치화에 의존함으로써 표면적인 속성의 유사성을 

일치화하여 제한된 지식을 신제품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위를 

근거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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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1-2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3.1.2   혜택(Net Benefits) 지각 : 혁신의 연속성과 기저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의 과정에서 관계 일치화(relational mappin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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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으로 인식될 

때는 상대적 이점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연속적 혁신의 경우, 전문가들은 초심자들에 비해 관계 

일치화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상대적 이점과 위험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신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광고 해석 시, 전문가들은 

초심자들에 비해 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초심자들은 

새로운 특징을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위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불연속적 혁신의 경우, 전문가들 또한 기저 

영역과 목표 영역 간의 관계 일치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효과적인 신제품 성능 관련 

추론에 필요한 지식 이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초심자들에 비해서 제품 관련 목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초심자들에 

비해 신제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목적이 많이 남게 되고, 이것이 신제품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세울 수 있다. 

 

가설2-1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낮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가설2-2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3.1.3   이해와 혜택 지각 : 기저 지식의 주 효과(main effect) 

혁신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 카테고리 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기저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신제품을 친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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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며, 제품이 제공하는 상대적 혜택을 

위험보다 더 많이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3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4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3.2   혁신의 연속성, 보조지식과 혁신제품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의 관계  

3.2.1   이해 : 혁신의 연속성과 보조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보조 지식(SK)은 불연속적 혁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증가시키므로, 혁신 

수용 과정에서 보조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조 

지식은 기저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신제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기저영역으로부터 이전된 지식과 함께 신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조지식은 기존제품과 신제품 간의 

차이를 메움으로써 불연속적 혁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5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제품의 보조지식(S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3.2.2   혜택 지각 : 혁신의 연속성과 보조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보조 지식(SK)은 기존 제품과 혁신제품 간의 차이를 메움으로써 불연속적 

혁신제품의 상대적 이점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6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제품의 보조지식(S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혁신제품의 보조 지식을 하나로만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혁신제품 안에 여러 개의 보조 지식이 소비자의 지각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므로,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와 지각된 혜택에 대한 

보조 지식 각각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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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저 지식과 보조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보조지식은 기저지식과 결합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보조지식은 기저지식과 결합하여 소비자의 목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저지식과 보조지식은 서로 

결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혁신제품에 대해 위험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점을 더 

크게 지각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7   불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보조지식(SK)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8   불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혁신제품 혜택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보조지식(SK)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4   메시지유형, 사전지식과 혁신제품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의 관계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할 때 제시된 메시지의 형태는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추론되어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아 보았다. 초심자들은 속성의 의미는 이해했다 해도 그 속성의 중요성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속성중심 광고메시지를 

통해 혜택까지 추론할 수 있으므로 속성 메시지를 더욱 잘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Maheswaran & 

Sternthal 1990)를 메시지 유형은 속성중심 광고메시지와 혜택중심 광고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전지식은 기저 지식(PK)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각각 혁신제품 속성에 

대한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1   속성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9-2   혜택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낮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사전 지식을 통해 제시된 속성에서 혜택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사전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속성메시지에 

대해 제품에 대한 우호적 반응을 보일 것이며 제품이 가지고 있는 혜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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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더욱 잘 할 것이다. 반면, 초심자들은 제품에 대한 속성보다는 결론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제품에서 주는 혜택메시지에 대해 더 우호적 반응을 보이며 

제품이 가지고 있는 혜택 지각을 더욱 잘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0-1   속성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가설10-2   혜택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이 낮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다. 

 

3.5   혁신제품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선호도, 구매 의향과의 관계 

혁신제품에 대한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고, 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혁신제품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구매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1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는 혁신제품의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은 혁신제품의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혁신제품의 선호도는 혁신제품의 구매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1>  본 연구의 종합적 모형  

 

 

 

                     H1,2,5,6 

                                                           H11,12 

 

                      H3,4,7,8 

                                                                       H13 

 

               H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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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선호도

광고메시지 

-속성,혜택 

사전 지식 

-PK, SK 

구매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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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4.1   피실험자의 선정 

본 실험에서는 내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자들의 동질성이 높은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들을 선정하였으며 대학교의 개수도 서울의 2개 학교로 제한하였다. 

피실험자들의 나이분포는 두 실험 모두 만 19세에서 40세로 20대가 약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험I]은 154명, [실험II]는 1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피실험자들은 자신에게 임의적으로 할당(random 

assignment)된 설문서에 응답하였다. 

 

4.2   실험 자극 선정 

실험 자극은 Moreau et al.(2001)의 연구에서 실험 자극물로 이용된 두 개의 

제품 카테고리, 카메라와 자동차를 각각 선정하여 총 2회의 실험을 하였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디지털카메라로 불연속성을 조작하여 실험 자극으로 이용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엔진 및 부가적 성능이 좋아진 자동차를 

연속적 혁신제품으로, 전기자동차를 불연속적 혁신제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카메라의 실험 자극을 다르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필름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는 등 

카메라 시장에 세대교체 바람이 급속히 일고 있다. 최근 시장 조사 기관인 GFK 

마케팅서비스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1500억원대를 

기록, 필름카메라 시장규모(900억원대)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2/04/23).  

이미 성숙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친숙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다른 혁신제품에 비해 그 혁신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연구 결과 역시 제품의 

혁신성보다는 제품 관여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볼 때 불연속성이 

강한 혁신제품의 실험 자극으로 디지털카메라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카메라는 아직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자극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되, 불연속성을 조작하여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3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을 달리하여 총 2회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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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수준에 따라 혁신의 연속성(연속적 혁신제품/불연속적 혁신제품), 광고 

메시지유형(속성중심/혜택중심)으로 구성된 2x2 실험 설계를 이용하였으므로 실험 

당 4개의 실험그룹이 각각 구성되었다. 

  

4.4   조작 변수  

4.4.1   혁신의 연속성 

본 연구의 실험 자극인 디지털카메라와 자동차의 연속성을 조작하였다. 우선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불연속성이 강한 디지털카메라는 기존의 디지털카메라 기능 

뿐 아니라 MP3플레이어 및 캠코더 기능이 추가된 복합적인 신제품으로, 또한 

촬영기능에 충실한 성능이 개선된 디지털카메라 제품은 연속적 혁신제품으로 하여 

불연속성을 조작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는 Moreau et al.(2001)의 연구에서 

이용된 Immutability(불변성) 개념을 이용하여 불연속적 혁신제품을 전기자동차로, 

연속적 혁신제품은 엔진 및 부가성능이 개선된 일반자동차로 정하여 혁신의 

연속성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혁신의 연속성 조작은 학생 50명 대상의 프리테스트를 

바탕으로 하였다. 

 

4.4.2 광고메시지 유형 

이용하는 광고의 형태로는 광고 제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쇄광고를 

이용하고 초안 형태로 제작하였다. 전문 잡지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속성 광고메시지의 경우는 기술적인 속성과 

전문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혜택 광고메시지는 속성 광고메시지를 토대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속성정보로부터 제품이 창출하는 혜택을 일상 용어로 

상술하였다. 두 광고메시지 간의 정보의 양과 내용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성 광고메시지, 혜택 광고메시지 모두 각각 6가지씩 제시하고, 내용이 

불가피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표현을 이용하되 같은 의미로 대응될 수 

있는 표현과 설명 형식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가급적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배제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광고메시지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프리테스트로 메시지 유형 조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연구 결과 
 

5.1   피실험자들의 실험집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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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하여 [실험I]에서는 154명, [실험II]에서는 1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으나, [실험I]에서의 불성실한 응답지 1매를 제외하고 각 실험 당 

15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혁신의 연속성과 메시지 유형을 조작한 후에 

구성된 실험집단별 분포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실험I], [실험II]의 집단별 분포 

집단 혁신의 연속성 메시지유형 [실험I] (명) [실험II] (명) 

1 연속적 속성 34 36 

2 불연속적 속성 46 38 

3 연속적 혜택 41 45 

4 불연속적 혜택 32 34 

합     계 153 153 

 

5.2   측정 변수에 대한 타당성(Validity) 검정 

5.2.1   [실험 I] :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정 

설문의 모든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값이 .820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7070.846이며 

유의확률값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5.2.2   [실험 II] :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정 

설문의 모든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KMO(Kaise-Meyer-Olkin)값이 .868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5098.345이며 유의확률값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5.3   다중 문항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 검정 

요인분석으로 선택된 항목들에 대해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여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 s alpha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실험I], [실험II] 각 요인들의 알파값은 .70이상이므로 이들 

항목들이 각 요인에 관하여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다중 측정 문항들 간의 알파값이 크게 나오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각 변수별로 다중 측정 문항들의 값을 평균하여 이용하였다. [실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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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II]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실험I],[실험II] : 측정항목의 크론바하 알파값 

[실험I] 변수, 측정항목 (항목수) α 값 [실험II] 변수, 측정항목 (항목수) α 값 

디지털카메라지식(PK) 

-디지털카메라객관적지식 

-디지털카메라주관적지식(3) 

-디지털카메라경험 

.8728

차지식(PK) 

-차객관적지식 

-차주관적지식(3) 

-차경험 

.8663

컴퓨터지식(SK1) 

-컴퓨터객관적지식 

-컴퓨터주관적지식(3) 

-컴퓨터경험 

.8603

전기지식(SK) 

-전기객관적지식 

-전기주관적지식(2) 
.9163

주변기기(MP3P/캠코더)지식(SK

2) 

-주변기기객관적지식 

-주변기기주관적지식(6) 

-주변기기경험 

.8864 ⋅ ⋅ 

동질성검정1 : Attractiveness(3) .8913 동질성검정1 : Attractiveness(3) .9131

동질성검정2 : 

Meaningfulness(3) 
.7685

동질성검정2 : Meaningfulness(3) 
.7981

동질성검정3 : Vitality(3) .9417 동질성검정3 : Vitality(3) .8947

불연속성 점검(3) .9072 불연속성 점검(3) .9393

제품제품 속성 이해도(4) .8401 제품제품 속성 이해도(4) .8153

제품 혜택지각(4) .8660 제품 혜택지각(6) .8307

제품선호도(3) .9197 제품선호도(3) .9047

제품구매의향(3) .9101 제품구매의향(3) .9165

 

5.4   조작점검 (Manipulation Check) 

각 실험에 대해 광고의 동질성, 혁신의 불연속성에 대한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 다른 조작 변수인 메시지유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프리테스트를 거쳐 사전에 철저한 조작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작 점검을 위한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Olshavsky와 Spreng(1996), 

Robertson(1971)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측정 항목들 중 3가지 측정 항목 

(Attractiveness, Meaningfulness, Vitality)을 바탕으로, 각 변수별로 조작 점검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들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5.4.1   [실험I], [실험II] : 광고의 동질성 조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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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 모두 세가지 차원(Attractiveness, Meaningfulness, Vitality)에 대해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광고가 서로 

동질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4.2   [실험I],[실험II] : 혁신의 불연속성 조작 점검 

[실험I]에서 불연속성을 강하게 조작한 제품(‘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DX-

250’ )이 상대적으로 불연속성이 낮게 조작한 제품(‘ 새롭게 다시 태어난 DX-

250’ )에 비해 불연속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왔다(2.72 vs. 3.36, p<0.001). 한편, 

[실험II]에서도 불연속성을 강하게 조작한 제품(‘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EV2000’ )이 상대적으로 불연속성이 낮게 조작된 제품(‘ 새롭게 다시 태어난 

LV2000’ )에 비해 불연속성이 더 강하다고 나왔다(2.56 vs. 5.29, p<0.001). 따라서 

제품의 불연속성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5   가설의 검증방법 

주된 분석방법은 회귀분석(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더미 변수는 혁신의 

연속성, 광고메시지 유형에 적용하였으며, 불연속성이 낮은 혁신을 0, 불연속성이 

높은 혁신을 1, 속성메시지를 0, 혜택 메시지를 1로 주었다. 

 

5.6   [실험 I] : 가설의 검증  

5.6.1   가설 1 : 혁신의 연속성과 기저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제품속성 이해도)  

혁신의 연속성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혁신의 연속성과 

제품의 기저 지식(PK)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B=-.974, p <.01). 

또한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인 디지털카메라지식과 

제품 속성 이해도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B=-.747, p < .10). 그러므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한편,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PK)인 

디지털카메라지식과 제품의 속성 이해도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B=.786, p <.10). 

그러므로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5.6.2  가설 2 : 혁신의 연속성과 기저 지식(PK)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 혜택 지각) 

혁신의 연속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혁신의 연속성과 혁신제품의 기저 

지식(PK)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왔다(B=-.858, p <.01). 한편,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경우 모두 제품의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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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디지털카메라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가설 2-1, 2-2의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불연속성이 낮은 경우 

제품의 기저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5.6.3 가설 3,4 : 기저 지식의 Main Effect (종속변수 : 제품속성 이해도/혜택 지각) 

종속변수가 제품속성 이해도인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인 디지털카메라지식과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B=1.383, p <.01). 

한편, 종속변수가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인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인 디지털카메라 

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 간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1.262, p 

< .01). 그러므로 가설 3과 가설 4는 모두 지지되었다. 

 

5.6.4   가설 5 : 혁신의 연속성과 보조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제품속성 이해도) 

혁신의 연속성과 제품의 보조지식(SK1)인 컴퓨터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B=.776, 

p < .05), 혁신의 연속성과 제품의 또 다른 보조지식(SK2)인 MP3플레이어와 캠코더 

지식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B=.616, p<.10). 한편, 

디지털카메라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컴퓨터지식과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기기(MP3플레이어와 캠코더)지식과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688, p < .05). 

그러므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5.6.5  가설 6 : 혁신의 연속성과 보조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 혜택 지각) 

혁신의 연속성과 컴퓨터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B=.828, 

p< .05). 또한, 혁신의 연속성과 주변기기지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B=.229, p< .10).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경우, 컴퓨터지식과 혁신제품의 제품 

혜택 지각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적인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변기기 지식의 경우,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570, p <.10). 그러므로 가설 6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6.6  가설 7,8 : 기저지식과 보조지식의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제품속성 이해도/혜택지각) 

종속변수를 제품의 속성 이해도로 넣고 분석한 결과, 제품의 기저지식(PK)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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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지식과 제품의 보조 지식(SK1)인 컴퓨터 지식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연속적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엔 

디지털카메라지식과 제품의 또 다른 보조지식(SK2)인 주변기기 지식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B=-1.214, p<.05). 그러므로 가설 7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를 혜택 지각으로 넣고 분석한 결과, 

디지털카메라 지식과 컴퓨터지식, 디지털카메라지식과 주변기기 지식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불연속적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디지털카메라지식과 컴퓨터지식 간,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지식과 주변기기지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8은 기각되었다. 

 

5.6.7  가설 9 : 광고메시지 유형과 기저지식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 제품속성 이해도) 

광고메시지 유형과 디지털카메라지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635, p < .05). 한편, 속성광고와 혜택광고의 경우, 디지털카메라 지식과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관계(B=.616,p< .10 / B=.434, 

p < .05)를 보였으므로, 가설 9-1은 지지, 가설 9-2는 기각되었다.  

 

5.6.8   가설 10  : 메시지 유형과 기저 지식(PK)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 혜택 지각) 

광고메시지 유형과 제품의 기저지식(PK)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B=-

.079, p< .10). 속성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저 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759, p< .10). 그러므로 가설 10-1은 

지지되었다. 한편, 혜택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저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10-2는 기각되었다. 

 

5.6.9   가설 11,12 :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혜택 지각과 선호도와의 관계  

제품 속성 이해도와 선호도 간의(B=.469, p < .001), 그리고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과 선호도 간의 관계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666, p < .001). 

그러므로 가설 11, 12 모두 지지되었다. 

 

5.6.10   가설 13 : 혁신제품의 선호도와 구매의향과의 관계   

선호도와 구매의향 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782, p < .001). 

그러므로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실험I]의 가설1에서 가설10까지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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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실험I]의 회귀분석 결과 

 

 독   립   변   수 

종속 

변수 
디지털 

카메라지식

컴퓨터

지식 

주변기기

지식 

디지털 

카매라* 
컴퓨터지식

디지털 

카메라* 

주변기기

지식 

광고 

광고* 
디지털 

카메라 

지식 

광고* 

컴퓨터

지식 

광고* 

주변기

기지식

연속성

연속성*

디지털

카메라

지식 

연속성*

컴퓨터

지식 

연속성* 

주변기

기지식 

R2 

이해도 1.383 *** -.407 -.502 -.192 -.252 -.100 -.635 ** .347 -.001 -.107 -.974 *** .776 **  .616 *   .302 

-연속적 .786* -.006 .554 .694 -.054 1.155 *** -.101 -.352 -.554     .303 

-불연속 -.747 *  -.038 .688 **  .139 -1.214 **  -.546 .375 -.443     .168 

속성광고 .616 *  .746 **  -.614 -1.240 ** .812*  .517 ***   -.269 -.379 .116 .445 .456 

혜택광고 .434 **    .509 .242   .341 .108 -.875* -.030 -.632 .476 .282 

혜택 

지각 
1.262 *** -.158 -.210 -.563 -.077 .345 -.079* -.063 -.132 .144 -.858 *** .828 **  .229* .278 

-연속적 .683 .913 ** -.962 * -1.286 * 1.167 * .707 -.204 -.812 .441     .139 

-불연속 -.598 .258 .570 *  -.325 -.739  -.028 -.091 -.547     .193 

속성광고 .759 *  .444 .132 -.599 -.340  .212 *   .228 -.657 * .117 .243 .205 

혜택광고 .022   1.243 * -.929 *   .269 -.139 -.084 -.242 -.892 * -.093 .180 

* p < .10    **p <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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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실험 II]  : 가설의 검증 

5.7.1 가설 1 : 혁신의 연속성과 기저 지식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품속성 이해도)   

혁신의 연속성이 제품 속성 이해도에 미치는 주 효과(main effect)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595, p<.01). 또한 제품의 기저지식(PK)인 자동차지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293, p<.10). 그리고 혁신의 불연속성이 

높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제품속성 이해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446, p< .10).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또한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경우, 제품의 기저지식인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제품속성 

이해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177, p< .10). 그러므로 가설 1-

2도 지지되었다.  

 

5.7.2  가설 2 : 혁신의 연속성과 기저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 혜택 지각) 

혁신의 연속성이 제품 혜택 지각에 미치는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B= .835, p 

< .01). 그리고 혁신의 연속성과 자동차지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051, p < .10). 또한, 불연속성이 높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 혜택 지각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474, p < .10). 

따라서 가설 2-1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혁신의 불연속성이 낮은 제품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혜택 지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도 비록 이 둘의 관계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지식이 높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5.7.3 가설 3,4 : 기저 지식의 Main Effect (종속변수: 제품 속성 이해도/혜택 지각)  

종속변수가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인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306, p< .10). 그러므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한편, 종속변수가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인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5.7.4   가설 5 : 혁신의 연속성과 보조지식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 제품속성 이해도) 

혁신의 연속성과 제품의 보조지식(SK)인 전기지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067, p < .10).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지식과 혁신제품의 

제품속성 이해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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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가설 6 : 혁신의 연속성과 보조지식의 상호작용 효과(종속변수 : 혜택 지각) 

혁신의 연속성과 제품의 보조지식(SK)인 전기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불연속적 혁신제품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비록 이 

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전기지식이 높을수록 전기자동차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5.7.6  가설 7,8 : 기저지식, 보조지식의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제품속성 이해도/혜택지각) 

종속변수가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인 경우, 자동차지식과 전기지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451, p < .10). 또한 집단 분석을 한 

결과, 불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전기지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B=.451, p < .10). 그러므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한편, 종속변수가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인 경우, 자동차지식과 전기지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8은 기각되었다.  

 

5.7.7 가설 9 : 광고메시지 유형과 기저지식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품 속성 이해도) 

광고메시지의 유형과 자동차지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B=-.359, p 

< .10). 한편 속성광고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9-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속성광고의 경우, 

자동차지식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혜택광고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9-2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동차 지식이 

낮을수록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5.7.8  가설 10 : 메시지 유형과 기저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 혜택 지각) 

자동차지식과 광고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273, p < .10). 한편, 속성광고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10-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속성광고의 경우, 자동차지식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할 거라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혜택광고의 경우, 자동차지식과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10-2는 기각되었다. 

[실험II]의 가설 1에서 10까지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4>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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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실험 II]의 회귀분석 결과 

 

 독   립   변   수 

종속변수 차 지식 전기지식
차* 

전기지식 
광고 

광고* 

차지식 

광고* 

전기지식
연속성 

연속성* 

차지식 

연속성* 

전기지식
R2 

이해도 .306*  -.160 .451* 1.291*** -.359 *  .070 .595 *** -.293* -.067* .284 

연속적 .177*  .743  .296 -.107 .338    .255 

불연속적 -.446* -.357 .451*  -.422* -.248  .456 -.217 .290 

속성광고 .201 -.326 .818 *    .080 .078  .165 

혜택광고 -.059  -.352  .244   .591*  .053 

혜택 

지각 
-.195 .259 .081 .515** .273* -.365  .835*** .051* -.219 .378 

-연속적 .129   -.197 -.029 .459 * -.282    .052 

-불연속 -.474* .281 .285  .388 -.790 **  .067 .074 .117 

속성광고 .302 -.208 .462    .460 * -.055  .191 

혜택광고 .194  .077  -.240   -.261  .147 

* p < .10   **p <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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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가설 11,12 : 혁신제품의 제품 속성 이해도/혜택 지각과 선호도와의 관계 

혁신제품의 속성 이해도와 선호도(B=.600, p< .001), 혁신제품의 혜택 지각과 

선호도(B=.654, p< .001)와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가설 11, 12는 모두 지지되었다.  

 

5.7.10   가설 13 : 혁신제품의 선호도와 구매의향과의 관계 

혁신제품의 선호도와 구매의향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725, p 

<.001). 그러므로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제6장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  

 

6.1    연구의 시사점 

현재 기업들은 제품이 수용되기 이전부터 사전 마케팅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사전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비자 

테스트를 겸한 이론 검증의 연구 또한 수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완전히 불연속적인 혁신에 대한 

사전 연구 및 마케팅 연구는 미래 기술사회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광고메시지 전략, 매체 계획, 제품/브랜드 로열티 창출 등의 전략 수립 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조기수용자는 매우 지식이 많은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지만(Rogers, 1983), 모든 조기수용자가 항상 기저 지식의 

전문가(expert)는 아니라는 기존 Moreau et al(2001)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불연속적 혁신제품에 대한 조기수용자의 경우 지식이 거의 없는 

초심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혁신제품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보조 지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본 실험에서 설정된 것처럼 복합적 기능을 

갖춘 불연속성이 강한 디지털카메라의 경우에는, 주변기기(MP3플레이어와 캠코더) 

전문 잡지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주변기기 전문가를 타켓으로 하는 

마케터는 주변기기 지식을 전달하는 광고캠페인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소비자를 

초심자에서 전환비용이 높은 전문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뉴스레터나 제품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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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는 기업에서 혁신제품 광고와 시장 세분화를 할 때에 소비자 

지식수준에 따라 어떠한 메시지 형태를 사용하여 시장 포지셔닝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제작 시, 특히 내구재의 경우 

광고메시지는 기술적 속성들이 포함되어야 타사제품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서나 전문잡지 등에서의 광고는 기술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서 등은 그 제품의 전문가들의 구독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속성이 없다면 메시지에 대한 우호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지식 수준을 시장 세분화의 변수로 정하여, 제품의 

사전지식이 많은 전문가 집단에게는 속성메시지를 통한 메시지 전략을, 초심자 

집단에게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제품 도입 초기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고객층이 두텁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초심자층이 형성되므로, 소구하는 메시지 전략은 우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제품의 혜택에 대해 전달해야 할 것이고, 제품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이 점차 제품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므로 

성장기나 성숙기에는 제품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 및 속성이 

내포된 메시지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실험대상을 서울 시내 대학생/대학원생으로 한정하여 지식 수준이 거의 

비슷한 사람을 동일하게 이용하였으나, 기저 지식과 보조 지식 점수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주로 대학생 소비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품지식이 적은 소비자들이 많았다. 즉, 기저 지식과 보조 지식의 전문가와 

초심자들 점수 차이가 적은 편이어서, 전문가와 초심자들을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피실험자들 샘플 수의 한계도 있다.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온 

이유는 샘플 수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지식 측정 문항의 난이도가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 프리테스트 

결과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교 인문계 출신이다 보니 피실험자들의 

동질성은 이루어졌으나 전기 지식이나 컴퓨터 지식 등의 기술을 물어보는데 있어서 

피실험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다. 바로 이 부분이 앞서 지적한 

한계점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좀 더 철저한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지식 측정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화의 한계이다. 실험 대상 제품이 디지털카메라와 자동차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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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품에까지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피실험자들도 대부분이 

학부생/대학원생이므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실험 집단을 

확대하고, 실험 제품을 다른 제품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재 뿐 아니라 산업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험 자극 제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실제 광고의 형태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다 보니 광고를 초안의 형태로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사진도 직접 제작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의 사진을 

이용하였으므로 이것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특정 브랜드를 상기시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광고 제작 시 좀 더 현실적인 광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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