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디자인은 고객이 제품과 브랜드를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최초의 매개체이자, 고객으로 하여 제품

* speaker

과 브랜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이 발달하여 제품의 기
능이 점차 유사해짐에 따라 취향, 소속감, 다양성, 
자아 표현 등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하는 디자인은 
구매 의사 결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디
자인이 시장 성공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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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에 성공한 디자인 혁신 제품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혁신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의 디자인 혁신성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이 구매고객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
(TAM)을 통한 연구모형을 제언한다. 설문은 디자인 혁신성, 호감도, 구매 의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은 제품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블루투
스 스피커 디자인 혁신 제품이 초기시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능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호감도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감도는 디자인 혁신 제품의 구매 의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업은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발굴,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uccessful business design innovation product cases increases, interest in design innovation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design innovation (functionality, ergonomics, aesthetics) of Bluetooth 
speaker products affects the customer's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It proposes a research model through rational 
behavior theory (TRA)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for empirical research.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question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design innovation, favora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This is a stud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design innovation products by examining how design innovation through research 
results affects customer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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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디자인의 고객 가치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품의 혁
신성(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이 구매고객의 호감
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디자인 혁신성
디자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혁신은 형태, 사
용성,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다. 베르간티는 
혁신을 기술혁신과 디자인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1]. 디자인 혁신은 독창적인 형태를 통해 고객에
게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 
디자인 혁신의 속성을 기능성, 인간공학 속성, 심
미성으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속성은 제품의 기능
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실질적 혜택을 창출한다
[2]. 인간공학적 속성은 안전, 효율성, 편안함을 통
한 사용성 관련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심미성은 스타일, 조화, 형태, 패턴 등 여러 디자
인 요소를 사용하여 제품의 외형을 통한 심미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2.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TAM) 
합리적 행위이론(TRA)은 신념, 태도, 의도, 행동이 
제품의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
는 이론이다[3]. 신념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속성
을 연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판단으로
서 기술적, 추론적, 정보적 신념이 있다. 이러한 신
념은 태도, 의도,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합리적 행위이론(TRA) 에서는 신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Ajzen & 
Fishbein 1975.

그림 2.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Davis et al. 1989, 

기술수용모델(TAM)은 혁신 기술 중심의 제품 수용
에 특화된 연구 모델이다. 기술수용모델(TAM)의 
신념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정형화된다[4]. 지각된 유용성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 정도이고,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시스템 사용을 위한 자신의 필요 노력 
정도를 의미한다.

2.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디자인 혁신성이 고객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검증을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TAM)을 
결합한 통합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그
림. 3은 연구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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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odel of Study.

Ⅲ. 결  론

과거 혁신은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
러나 많은 혁신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면서, 혁신
의 판단 기준으로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점차 
중요시된다. 디자인 혁신 제품의 경우 제품의 전반
적인 속성이 아직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에서 충분
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블루투스 
스피커 디자인 혁신 제품이 초기시장에서 수용되
기 위해서는, 기능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호감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호감도는 디자인 혁신 제품의 구매 의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블루투
스 스피커 제품개발 기업은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발굴,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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