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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은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레포

츠를 즐기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선이어폰은 줄 엉킴이 심해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선 이어폰을 선

호한다.  
  기존에 출시된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들은 일반 이어폰

보다 크고 무거워 휴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게 단점이

다. 본 연구는 기존에 출시된 무선이어폰의 디자인선호

도 조사를 통하여 디자인방향을 알아보는데 그 연구 목

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4종류의 무선이어폰을 대상으로 

디자인선호도를 2016년 4월 10일-15일까지 인터넷에서 

중국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라 이어폰 종류

의 선택과 인기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2. 중국내 무선이어폰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

2.1 이어폰 정의 및 원리

  이어폰(earphone)은 귀에 꽂아 개인적으로 음악 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전자제품이다. 유의어로 헤

드폰(headphone)이 있으며 이는 두 귀를 덮는 소형 스

피커를 가리킨다.

  이어폰은 소니가 워크맨을 발매하게 되면서 소니의 마

케팅 상표였으나 관련 특허권이 풀리면서 여러 음향 회

사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출시하여 대중화 되었다. 주로 

검은색에 동그란 모양으로 대중화되었으나 아이팟의 영

향으로 흰색 그리고 귀에 걸수 있는 이어폰이 개발되었

다.

  무선이어폰은 유선이어폰과는 달리 선을 통하여 음원

을 전달하지 않고 블루투스를 통하여 음원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소리가 진동을 하게 되면 공기

를 통해 우리 귀로 전달이 되는 방식은 같다.

2.2 무선이어폰 종류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무선이어폰은 

4가지로 일체커널형, 단독커널형, 귀에 걸린 커널형, 오

픈형이 있다.

              
 표 1. 무선이어폰의 종류

중국내 무선이어폰 디자인 선호도 조사 연구
A Study on wireless earphones’Design Preference in China

황 신 , 노 황 우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HWANG XIN,  NOH HWANG W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약

기존에 중국에 출시된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들은 일반 이어폰보다 크고 무거워 휴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게 단점이다. 본 연

구는 기존에 출시된 무선이어폰의 디자인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디자인방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소비자들

이 선호하는 형태는 목에 걸기 편하고 착용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음질에 대한 기술적 구현이 가장 뛰어난 일체커널형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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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선이어폰 디자인 리서치분석

표 2. 무선이어폰 디자인 분석

          

2.4 설문조사분석

  인터넷에서 중국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남성 21명, 여성 29명이며 연령은 20대가 47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

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이어폰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2) 무선이어폰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은 무엇입니까?

3) 무선이어폰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은 무엇입니까?

구분    인원수    퍼센트
  형태      18    36.0 %
  재질      18    36.0 %
  색생       3     6.0 %
  크기      11    22.0 %

4) 무선이어폰 제품을 구매한다면 아래의 제품중 어느것

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 결론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무선이어폰을 사는 경우가 

36%로 많지 않았고 기능은 음질이 54%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편리성 32%였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형

태와 재질이 36%로 똑같이 중요했으며 구매시 선호하는 

형태는 일체커널형이 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귀

에 걸린 커널형이 24%로 많았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선호하는 형태

는 일체커널형으로 목에 걸기 편하고 착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질에 대한 기술적 구현이 가장 뛰어

난 것으로 향후 형태와 재질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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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퍼센트
 있다      18    36.0 %
 없다      32    64.0 %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음질      27    54.0 %

 디자인       7    14.0 %
 브랜드       0     0.0 %
 편리성       6    32.0 %

    구분    인원수     퍼센트
   일체 커널형     24     48.0 %
   단독 커널형      6     12.0 %

 귀에 걸린 커널형     12     24.0 %
 오픈형      1      2.0 %

    선택 안 함      7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