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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ation means the process labeling or identifying an object based on what people already know or its 

similarity for people to be easily perceptible in external environment. If it is categorized, it is schematically conjectured 

from typical characteristic of the category. In this sense, the categorization of new products has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market performance. Nevertheless, the categorization of innovative new products is not easy and occasionally 

very ambiguous. 

In this study, we discuss how to strengthen the categorization strategy of new hybrid IT products through 

complementary bundling. The model of this study is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with resistance 

variable and verifi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by undertaking a survey on consumers' awareness. In addition, we 

review the moderating effects of prior knowledge in the adoption process of complementary bundling.

Through this analysis, we find ou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affecting adoption of complementary 

bundling. Also, it show that the influence of prior knowledge in respect of the adoption process is greater than others 

in case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heterogeneity among strategic categories and complements.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managerial implication. The categorization strategy of new hybrid 

IT product can be enhanced by complementary bundling, but the suitability among strategic category and complements 

should be evaluated exhaus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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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잡한 계산을 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컴퓨

터는 자회로가 기계식 연산장치를 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 을 거듭하 다. 그 과정에

서 주된 발 방향  하나는 크기의 축소⋅개인화 

그리고 휴 가 가능할 정도로 이동이 용이해졌다

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 크게 기여한 

것은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폰 등 IT제품의 등장일 

것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컴퓨터와 통신기기라는 

기존의 기능을 그 로 가지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했던 컴퓨터 는 화의 기존 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효익을 제공하게 된다. 당시에는 

실험 이었던 이 제품들은 많은 변화와 응을 거

치고 다양한 업체들의 경쟁들을 통해 빠르게 

화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IT제품들이 차 우리

의 일상생활 도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른 상으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제품들이 기능을 통합하여 한 개의 

IT제품으로 여러 제품의 기능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에 새로 등장한 제품의 평가에 

있어 기존 제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우수성을 

단하게 된다. IT제품 역시 신제품이 가지는 기

능에 따라 기존 범주의 제품들과 비교과정이 이루

어지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기능 통합의 방

향은 기존의 제품 범주를 통해서는 명확히 구분되

지 않는 많은 제품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이러

한 경우 소비자가 신제품의 범주를 무엇으로 단

하느냐에 따라 그 반응은 매우 유동 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용도가 다양하고 범주화가 어려운 신제

품을 ‘하이 리드 IT신제품’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제품은 소비자의 기 범주화

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제품의 성

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이 리드 

IT신제품의 고활동에 있어, 자사에게 유리한 방

향의 명확한 제품범주화를 한 메시지 삽입은 매

우 필수 이다.

하이 리드 IT신제품은 다양한 용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 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각각 

한 가지 부분에 특화된 기능 수행에는 다소 편의

성이 부족하고 고  기능 수행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를 들어, 요즘 시장이  확 되고 있는 

테블릿PC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통신  

화면터치 기능을 가지면서 보다 넓은 화면으로 기

존의 노트북 컴퓨터의 문서편집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하이 리드 IT제품의 특징

을 가진다. 하지만 통신을 해 스마트폰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그 휴 성이 떨어지고 통화에 어려

움이 있으며, 문서작업 등을 한 노트북 컴퓨터

로 사용하기에는 빠른 타자를 한 키보드가 생략

되어 있어 각각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

계에 한 극복 방안으로 소비자 개인은 특화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주변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테블릿PC에서는 이어셋을 통해 통신기능을 특화

하고, 키보드를 연결하여 타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기기에 많

은 기능들이 통합되어지는 추세와 맞물려 이러한 

주변기기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러한 환경에서 마 터의 범주화 략은 보다 더 

많은 변수의 범주화 략과 혼합된 강화 략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특정 범주로 특화할 수 

있는 주변기기를 조합한 새로운 상품구성을 통해 

의도된 방향의 범주화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을 반 하여, 신제품

의 효용을 강화해  수 있는 보완재를 번들링한 

새로운 제품 구성을 하나의 신제품으로 설정하여 

그 수용과정을 검증해보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한 번들링된 보완재와 핵심제품의 합성 

정도가 미치는 향, 수용과정에서 지식수  정도

가 향 계들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추가 으

로 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용

과정에서 가격효과 외에도 번들링이 가져올 수 있

는 다양한 략을 고려해보고자 하며, 지식수 에 

따른 범주화와 보완재 번들링의 효과에 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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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 탐색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신제품의 범주화

신제품은 기존의 욕구 충족 방법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거나,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때로는 기존 제품들이 

각각 수행하던 욕구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욕구 충족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오늘날 빠른 기술 진보는 신

제품 개발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인

터넷의 등장으로 소비자들 한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품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에서의 수용 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빠른 반응은 다시 새로운 제품 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제품 재포지셔닝 략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

인 정보 습득력 수 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별

으로 볼 때는 소비자들이 처한 환경과 심분야

에 따라 신제품에 한 이해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부류의 제품에 해서는 세부 사항까

지 자세히 악하고 있지만, 어떤 부류에 해서

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제품을 역이나 구분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떤 신제품은 기존의 역

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제

품은 기존의 틀에 의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상

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소비자들은 기

존에 알고 있는 제품들과의 유사성을 기 으로 이

를 평가하고, 련된 세부 인 것에 하여 지각

하게 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범주화라 하며, 이러

한 범주화에 한 이론들은 소비자들이 자신 내면

에 신제품의 표상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에 해 

설명해  수 있다(Ha and Hur, 2006). 범주화 이

론은 과거의 기존 지식의 구성과 상의 분류 차

원에 한 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에 한 추

측을 이끌어 내는 데 ‘범주(category)’라는 개념을 사

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arkman, 1987; Thomas, 

1998：Gregan-Paxton, 1999). 신제품에 한 마

과 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소비자가 신제

품에 한 학습을 해서 기존 제품군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Gregan- 

Paxton and John, 1997; Yamauchi and Markman, 

2000),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군으로 분류될 경

우 새로운 제품 내의 정보는 새로운 제품으로 이

동되고 다시 새로운 표상을 구성하기 해서 사용

되기도 한다(Waldman et al., 1995). 다시 말해 기

존 범주를 활용한 지식의 이 (transfer)이 이루어

진 경우, 그 기존 범주에 해 알고 있는 것에서 

근(access)이 시작되어 기존 범주내의 속성과 

새로운 상에 한 속성들을 일 일로 응시킨 

맵핑(mapping)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Kim, 2005). 기 근의 단계에서, 기존 범주에 

한 지식은 소비자의 지식 활성화에서 새로운 

상인 신제품에 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게 된

다. 특히 신제품이 기존 범주의 제품들과 효익  

표면  유사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근은 더욱 

수월하게 이루질 수 있다(Gentner et al., 1993). 

즉,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한 신제품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제품의 범주로 제시되었을 때, 그리고 

신제품과 제시 범주가 유사하다고 단된 경우, 

기존 범주에 한 정보가 신제품에 한 지각  

수용 단 등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Kim, 2005). 

이와 같이 제품 속성의 우수성도 요하지만, 

어떤 제품군으로 학습되는가도 수용에 향을 미

치는 매우 비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마

터는 개발된 신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

군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인식되는 제품군마다의 

장단 을 히 단하여 가장 합한 분류로 제

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

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이 리드 IT제품

을 상으로 기 범주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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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수용 모델(TAM)

새로운 제품의 범주에는, 기존의 것과 거의 비슷

한 제품 형태를 유지하지만 일부의 외형 디자인과 

사소한 수 의 일부 속성만을 수정한 제품이 있는

가 하면, 기존의 것과는 매우 다른 완 히 새로운 

제품인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소비자들의 

기 인지가 부족하여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때

로는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신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안

정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개발부터 실용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사 측과 그에 맞는 

한 략이 필요하다. 이와 련된 신제품 수용과

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

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은 사용자의 행동의도가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의도는 사용자의 태도에 한 신념변

수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

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Davis, 

1989). 

다양한 분야에서 TAM을 검증하는 연구(Adams, 

1992; Ratchford, 2001)가 시도되었는데, 모형의 타

당성이 확보된 이후에도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e.g., 시

스템 품질, 근성, 사회  압력, 타인 이용도, 이

용경험, 개인 신성 등)을 고려한 많은 탐색  연

구가 시도된 바 있다(Agarwal and Prasad, 1999; 

Igbria et al., 1997). 

한, 두 변수 외에 행동의도에 향을  수 있

는 추가 인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

데, 그  ‘수용에 한 항’을 통합한 TAM 모형

을 찾아볼 수 있다(Park and Lee, 2007). 성공 인 

신제품의 도입을 해서는 제품 기능과 효용 등 

정 인 측면에 한 홍보도 요하겠으나, 신제품

의 수용에 한 거부감을 여주는 것 한 그 성

패를 결정하는 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은 거부감의 원인에는 새로운 

상품에 한 두려움(fear), 불확실성(uncertainty), 

의심(doubt) 등을 들 수 있으며(Moore, 1991), 이

러한 개념들을 포 하여 “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압력에 해서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동”

을 항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인 변

화로 인한 신에 한 항을 “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는 “ 신에 의해 강요된 변화에 

한 소비자의 항”으로 정의하고 있다(Zaltman 

and Wallendorf, 1983; Ram, 1987).

Sheth(1981)는 자신의 연구에서 신 항(inno-

vation resistance)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면서 

신 항은 기존의 습 과 지각된 험에서 비롯

된다고 말하고 있다. Ram(1987)의 연구에서는 

신 항을 수용과 반 되는 개념이 아닌 수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 변수로 악하고 상황 , 문

화 , 사회  요인에 근거한 신 항 모형을 도출

하 다. 신제품의 개념,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측

면의 변화 정도가 클수록 일반 인 소비자에게는 

보다 큰 항이 있을 것이라 하 다. 이러한 항

을 여주기 해서는 제품 자체의 속성도 요하

겠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을 달하는 과정에서의 

커뮤니 이션 략 한 소비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 되어야 할 것이다(Lee, 2005). 

Park and Lee(2007)의 연구에서는 신제품에 

한 소비자의 항은 수용과정에서 당연하게 나타

나는 정상 인 반응일 수 있다고 보고, TAM에 소

비자 항변수를 도입하여 신제품에 한 수용과 

항의 통합모형을 제시하 다. 그 결과 TAM의 

핵심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외에 항요인도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 낸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제품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

이 리드 IT신제품과 제품의 항을 다소 낮추거

나 수용을 진시켜  수 있는 보완재를 번들링으

로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완재를 번

들링한 새로운 제품 구성은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

자에게  다른 신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러한 특성은 신  제품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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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 모형 용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러한 보완재의 번들링이 하이 리드 IT신제품의 

수용 진과 항 완화에 모두 향을  수 있다

고 생각하고, 항변수가 도입된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을 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

고자 한다. 

2.3 번들링

Guiltiman(1987)은 번들링을 ‘특별한 가격의 하

나의 패키지에 두 개 는 그 이상의 제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Yadav and Monroe(1993)는 ‘하나의 가격

에 두 개 는 그 이상의 제품 는 서비스를 매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번들링의 분류는 그 

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Stremersch and 

Tellis, 2002). 

먼 , 번들링의 에 따른 분류에서는 가격번

들링과 제품번들링으로 나 고 있다. 가격번들링

은 두 개 는 그 이상의 개별 인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할인된 가격에 매하며 다른 형태

의 제품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칭하고, 

번들링의 가격할인효과에 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제품번들링은 다양한 서비스 등을 한 번에 

묶어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는데 을 둔 

것이다. 매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는 순수번들

링과 혼합번들링으로 나 어볼 수 있는데 순수번

들링이 개별 매를 하지 않고 번들형태로만 매

하는 형태를 지칭한다면, 혼합번들링은 제품을 개

별 으로 매하면서 번들형태로도 매하는 기업

의 략을 말한다. 순수번들링이 개별 으로 제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번들형태로만 해당 

제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소비자는 결합된 

제품이나 서비스  불필요한 것도 결합제품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불편함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혼합번들링은 개별 인 구매도 가능하게 하여 소

비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Jung and Han, 2006). 

번들링은 마 , 경제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다양한 목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경

제학 분야에서는 독  규제  소비자 잉여와 

련한 번들링 효과 연구(Dansby and Conrad, 1984; 

Mathieson, 1991)와 상품번들링의 가격차별 효과

에 한 연구(Guiltman, 1987) 등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번들링 상품의 구매를 통한 가격할인과 

각종 시 지 효과(Adams and Yellen, 1976; McAfee 

et al., 1989)와 차별화된 상품  가격을 통해 본인

의 지불의사에 맞는 수요 충족으로 인한 소비자잉

여의 증가(Song, and Rye, 2004), 사업자 입장의 

공동생산  매의 경제 실 의 친경쟁 (pro- 

competitive) 효과와 소비자 로열티 증진, 가격차

별 실 , 기존 인지도 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신상

품 시장진입 효과(Lee, 2001) 등은 번들링의 정

인 효과로 부각되었지만, 시장잠식 등의 경쟁제

한 요소와 이로 인한 경쟁기업들의 R&D 투자유

인 감소, 통  지렛  이론에서의 번들링 시장

지배력 확  등은 경쟁제한의 략  도구로 악용

(Kwon, 2003)되는 등 번들링의 부정  효과로 제

시되었다(Jung and Han).

번들링되는 부수  제품 는 서비스에 하여 

생각해 볼 때,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번들링의 효

과는 달라질 수 있다. 유사성은 ‘소비자 심리에서 

가장 요한 이론  구조 의 하나’로 보고 있으

며(Gentner, 1993), 소비자들이 경쟁 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랜드를 이해하고 다시 이를 고려

군으로 형성하게 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Baker et al., 2002). 이러한 유사

성은 제품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Aaker and 

Keller, 1990), 사람마다 어떤 사물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론을 기

으로 하는 개념  일치성을 말하기도 한다(Medin 

et al., 1993).

유사성의 차원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보완성

(complement), 체성(substitute), 공 자 입장에

서의 이성(transfer)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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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er and Keller, 1990). 보완성은 두 제품이 함

께 소비될 때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면, 체성은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신

해서 사용될 경우 동일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

음을 말한다. 이성은 기업의 모 랜드가 확장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에 한 소비자의 지

각된 능력을 지칭한다. 소비자들은 유사성의 정도

에 따라 결합으로 인한 보완성이 증가한다고 단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해볼 수 있다. 다소 신 이고 생소한 제품

의 경우는 사용에 필수 이거나 이용을 보다 진

할 수 있는 보완재를 번들링할 경우 이러한 유사

성의 요소가 번들링 효과에 향을  것이라 추

론해볼 수 있다.

2.1 사 지식

사 지식(prior knowledge)이란 소비자들이 제

품과 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 경험  친숙성

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나 마 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Ryu, 2012).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다양한 마  경로와 방법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출시 에 신제품에 한 많

은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제품보

다는 신제품에서 사 지식의 정도에 따른 향 정

도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연구에서는 사 지식을 객  지식, 주  

지식, 제품경험으로 구분하여 조직화된 개념을 사

용하고 있다(Brucks, 1985). 먼 , 객  지식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실제 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과 련한 문용어, 속성정보, 평가기 , 속성

차이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정보탐색을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ttman 

and Park, 1980). 이러한 객  지식은 지식이 높

은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하고 

이에 따른 제품에 한 단능력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주  지식은 제품에 해 자

신이 잘 알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

으로, 의사결정능력에 한 자신감과 련이 있다

(Brucks, 1985; Park and Lessing, 1981). 

일반 으로 소비자의 능력 차이에 이 맞추

어진 연구라면 객  지식의 측정이 합하며, 제

품지식의 동기부여  측면과 계되는 연구라면 주

지식의 측정이 더 효과 일 수 있다(Mitchell, 

1982; Selnes, 1986). 제품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사 지식의 향은 많은 실증연구에서 확인되었다. 

Chase and Simon(1973)은 높은 지식수 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잘 개발된 지식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속성에 한 인지가 빠르며, 낮은 지식수 의 

소비자에 비해 정보조직화에 더욱 능하다고 하

다. Selnes and Gronhaug(1986)에서도 제품에 

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단이 사 지식 수 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 으며, 이는 높은 

사 지식이 낮은 경우보다 제품 정보처리에 한 

조직화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사 지

식이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과 련된 정보에 해 

더욱 포 이면서도 세부 이고 지식구조도 체계

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Alba and Hutchinson, 

1987). Shanteau(1992)에서는 사용가능한 정보 가

운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그 지 않은 정보

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 지식과 련되어 

있다고 했으며, Maheswaran and Sternthal(1990)

은 높은 사 지식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제품의 편

익 보다는 제품의 속성정보의 처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도 신제품에 한 사 정보는 소비

자의 수용과정에서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 사 지식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여 분

석을 행하고자 한다. 한 범주가 모호한 신제품

의 상황에서 보완재의 번들링에 한 호의 정도 

역시 사 지식으로 인한 향이 상당히 있음을 감

안하여 모형에 반 하고자 하 다.

3.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이 있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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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정확한 범주

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이 리드 IT신제품

에 하여 보다 손쉬운 이용을 한 보완재의 번

들링이 수용에 어떠한 향을  수 있는지 살펴

보고, 사 지식 수 에 따른 향의 차이를 검증

해 보고자 한다.

3.1 항이 포함된 TAM에 한 가설

번들링은 ‘두 개 는 그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결

합하고 매하는 행 ’로 정의될 수 있으며(Mar-

tins and Monroe, 1994), 가장 기본 이고 표

인 효익은 가격할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번들링 되는 품목 간의 계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기존 포함 제품의 효익을 다른 방향으로 

지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tigler, 1963; 

Berry,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제품에 보

완성(complement)을 가질 수 있는 추가  제품을 

같이 묶어서 매하는 번들링 상황을 고려함으로

써, 이러한 번들링이 특정 범주로의 지각을 강화하

여 신 인 신제품의 수용을 보다 진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제하에, Davis(1989)에 의해 개발되

고 많은 학자를 통해 이용된 기술수용모델(TAM)

을 용하고자 한다. Park and Lee(2007)은 신

인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반 한 TAM에 

소비자들의 ‘신제품에 한 비우호 인 지각’이며 

‘신제품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항’ 요소를 도입하여 수용과 항의 통합모형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완재의 번들링

이 신제품의 성격을 변화시켜 단순한 가격인하 효

과 외에도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항 등

에 향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하 다. 

먼 ,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기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신제품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다고 지각될수록 이에 한 

항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유용성을 높게 지각

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athieson, 

1991; Oh, 2006). 한 소비자의 불안요소인 항

을 제거하는 것은 ‘상품의 활용가치’라 할 수 있는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Ven-

katesh, 1996; Park and Kim, 2013), 이를 통해 높

게 지각된 유용성은 신상품에 한 태도인 구매의

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Davis et al., 

1989).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신제품의 보

완재 번들링 상황에서 아래 가설들을 설정하 다.

H1a：보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용이성은 신제품에 

한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a：보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용이성은 신제품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보완재 번들링 제품에 한 항은 신제품

의 지각된 유용성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3a：보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용이성은 신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b：보완재 번들링 제품에 한 항은 제품의 

구매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c：보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유용성은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사 지식 정도에 따른 보완재 번들링 효과 

차이에 한 가설

소비자들이 제품과 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 

경험  친숙성의 정도라 할 수 있는 사 지식

(prior knowledge)은 고나 마 에서 자주 연

구되는 주제이며, 그 요성이 인식되어 왔다(Ryu, 

2012). 사 지식이 정보처리활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Brucks, 1985), 보다 높은 지식수 을 가진 소비

자들이 더 쉽게 정보를 조직화함으로써 더 포

이고 세부 인 제품 정보를 할 수 있으며 필요

한 정보와 그 지 않은 정보들의 선택 능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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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Selnes and Gronhaug, 

1986; Alba and Hutchinson, 1987; Shanteau, 1992). 

이와 반 로, 지식수 이 낮은 소비자들은 다양한 

원천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된 정보의 상황에서는 소

비자에게 한 제품의 카테고리를 제공함으로써 

범주화에 의한 지식의 이 을 용이하게 해  수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제시는 범주 내의 유사성을 

극 화함으로써 표 상이 되는 신제품에 한 

포 인 사고를 진하게 된다(Rosch, 1976; Medin 

and Schaeffer, 1978). 제시된 카테고리는 신제품

이 어떤 제품인지에 한 반 인 사고를 유도하

게 되며, 기존 제품 정보를 신제품에 이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고(Yamauchi and Markman, 2000), 

범주내의 특징에 심을 기울이게 되는 반면 다른 

범주의 특징에 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Ross 

and Murphy, 1996). 

본 연구에서는 카테고리가 불분명한 신제품에 

하여 보완재를 번들링함으로써 범주화를 강화하

는 략상황을 고려하고자 한다. 보완재는 여러 가

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제품에 해 특

정 부분을 더욱 부각시켜, 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와의 연  추론을 진할 수 있다. 따라서 보완

재를 포함시킨 신제품의 번들링은 범주화 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보완재를 통한 기

효용은 개인의 지식수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보완재 번들링 제품의 태도에도 

향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지식수 은 신제

품과 이에 한 보완재 간 유사성의 지각에 향

을  수 있으며, 이 게 형성된 유사성의 지각정

도는 결합된 제품(번들링)에 한 이용의향에도 효

과를 미치게 된다. 즉, 유사성이 높다고 인식될수

록 보다 정 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Jung and 

Han, 2006). 이에 따라 수용자의 사 지식은 수용

과정의 의사결정에서의 향 계에 조 변수로 활

용될 수 있으며(Ryu, 2012), 번들링의 상이 되는 

보완재에 한 유사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 역시 

높은 사 지식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상

하 다. 

신제품에 한 소비자의 지각은 그것이 어떤 제

품인가를 악하고 그 혜택과 비용 그리고 그것들

에 한 체  유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Kim, 2005). 그런데 이러한 제품의 악

에서 그 기 은 소비자가 알고 있는 기존에 존재

하던 제품과의 유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이 신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유사성을 통한 지각

은 ‘범주화(categorization)’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으며(Gregan-Paxton, 1999), 이러한 범주화는 지

식의 활용 외에도 지식 조직화의 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Fiske and Neuberg, 199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여러 제품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제품에 한 정보처리를 진하기 

해 범주화를 마 에 반 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지식수 에 따라 보완재

에 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식수

이 낮은 소비자인 경우는 번들링된 보완재의 련

성을 제공된 범주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식수 이 높은 소비자는 

보완재의 활용성에 해 비교  명확히 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품의 범주화와 보

완재의 련성이 높은 경우는 비교  정 일 수 

있으나, 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부정  태도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제품 범주화와 

보완재의 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식수 에 따

른 태도변화 차이가 크지 않으나,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커질 것이라 여겨진다. 즉, 제품 

범주화와 보완재의 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비

자의 지식수 이 태도변화에 한 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 다.

H4：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경

우에만 지식수 의 조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날 것이다.

지식수 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고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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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정보원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한 카테

고리 지각에 있어 고에서 제시되는 범주화가 좌

우하는 부분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

식수 이 높은 소비자는 고에서 제시되는 범주

화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 지식이

나 외 탐색에 의한 독립 인 의사결정에 따른 카

테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지식수 이 높은 소비자는 비록 범주화와 

련성이 낮은 보완재일지라도 이러한 주변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반 으로 악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용에 해 보다 정

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

설 H5a, 가설 H7a, 가설 H7b를 설정하 다. 

범주화와 련성이 낮은 보완재와의 번들링 제

품은 그 용이성과 항에서는 높은 지식수 으로 보

다 정 으로 지각될 수 있겠지만, 지식수 이 높

을수록 그 유용성에 해서는 련성이 낮은 범주

화의 매칭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 인 지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설 H6a, 가설 H6b, 

가설 H7c를 설정하 다.

H5a：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품에 한 높은 지식수 은 보

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용이성이 신제품에 

한 항에 미치는 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H6a：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품에 한 높은 지식수 은 보

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용이성이 제품의 지

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을 약화시킬 것

이다.

H6b：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상

황에서, 제품에 한 높은 지식수 은 보완

재 번들링 제품에 한 항이 제품의 지각

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을 약화시킬 것

이다.

H7a：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품에 한 높은 지식수 은 보

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용이성이 제품의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H7b：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품에 한 높은 지식수 은 보

완재 번들링 제품에 한 항이 제품의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H7c：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와 련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품에 한 높은 지식수 은 보

완재 번들링의 지각된 유용성이 제품의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3.3 연구모형

제시된 가설을 바탕으로 <Figure 1>의 연구모

형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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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wo Types of Tablet PC Categorized in the Questionnaire(by Korean)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

성이 입증된 변수의 측정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개념의 측정척도를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를 토 로 하여 변수의 조작  정의 

 최종 측정항목들을 확정하 다(<부록> 참조). 

객  지식에서는 “알고 있다”에 1  “잘 모른

다” 는 “  모른다”에 0 을 부여하여 10  

만 의 수가 산출되고, 제품 련 경험은 구매/소

유/사용 각각의 경험 여부에서 “있다”에 1 , “없

다”에 0 을 부여하여 3  만 의 수가 산출되

도록 하 다. 지식수 을 제외한 변수들은 7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지에는 이들 외에도 

태블릿PC 련 질문과 응답자에 한 인구통계 

문항이 포함되었다.

4.2 설문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효용을 동시에 가지며 기

존의 제품 카테고리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징

을 가지는 신제품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이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태블릿PC를 선정하 다. 연구

사례로 선정한 태블릿PC는 화면상에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터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소형의 

휴 용 컴퓨터를 말하며, 그 특성상 기존의 휴

성이 강화된 노트북PC의 기능을 가지면서, 요즘 

화된 터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형태와 기

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특징을 가지는 태블릿PC의 이용을 보다 편

리하게 할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함께 제시

하는 번들링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 노트북과 스

마트폰으로 범주화하는 상황을 제시하 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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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 키보드는 기존의 노트북PC에 비해 부족한 

태블릿PC의 타이핑기능을 보완해  수 있는 주변

기기로서 보완재로 설정하 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를 노트북으로 범주화할 경우는 보완재와의 

련성이 높지만, 스마트폰으로 범주화될 경우는 보

완재와의 련성이 낮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설

문지의 앞부분에 다음의 상황을 각각 제시하고 문

항은 두 상황에서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 으며, 

<Figure 2>에 제시된 고 시나리오만 다르게 하

다. 범주화 방식은 맨 윗부분의 문구에 “ 용 블

루투스 키보드를 통해 자유롭게[노트북/스마트폰]

과 태블릿을 넘나들다!”라는 문구를 다르게 삽입

하고, 간 그림에는 말구름표 안에 노트북 는 스

마트폰으로 이용 장면을 각각 다르게 삽입하 다. 

한 맨 에 “제품에 포함된 용 키보드를[통해 

연결 시 노트북/분리 시 일반 스마트폰]으로 활용

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다르게 구성하 다.

설문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들은 <Table 

1>과 같다. 총 634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일부 항

목이 기재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619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각종 빈도분석은 

MS Excel 2010을 이용하 으며, 그 외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가설검정은 SPSS 18.0와 AMOS 

18.0 통계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한 학교의 재학생들을 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응답자의 남성과 여성비율은 각각 52.5%, 

47.5%로 큰 차이가 없었고, 월 평균 지출 액은 

20～35만원 구간이 45.9%, 35～50만원 구간이 32.1%

로 부분이 월별 20～5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350～

500만 원 구간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200～350만 원 구간이 25%, 500～650만 원 구

간이 15%를 보 다.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자는 

142명으로 응답자  22.9%를 차지했으며, 소유해 

본 경험은 28.1%(174명), 이용 경험은 63.8%(395명)

로 악되었다. 각 경험들에 한 실제 선택 랜드

를 선택하도록 제시한 질문에서는 화기 기능을 

지원하는 ‘갤럭시 노트’가 구매와 소유 경험 등에

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패드’는 사용경험

에서 54.7%(11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가설검정  분석

5.1 요인분석  신뢰도․타당도 검증

5.1.1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가설검정에 앞서 설문에 의해 수집된 측정항목

들이 연구모델의 의도에 맞도록 각 변수들로 묶이

는지 단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에는 SPSS 18.0 통계패키지

가 사용되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 법(va-

rimax rotation method)을 선택하여,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손

실을 최 한 막고 측정의 타당성을 해하는 변수

들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자 하 다. 

요인추출의 일반  평가기 은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 요인 재량 0.5 이상, 공통성추정치 

0.5 이상으로 본다(Lee, 2007). 분석은 두 범주화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 으며, 그 결과 <Table 2>

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측정문항들

은 설계와 같이 4개의 각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측정값이 앞에서 언 한 평가기 을 충족하

다. ‘노트북 범주화’의 결과에서는 ‘ 항 5’의 요

인 재량이 0.5 이상의 기 을 충족하 지만, 0.586

으로 낮은 련성을 보 다. 하지만, ‘스마트폰 범

주화’에서는 0.6 이상의 요인 재량 값을 보 으

며, 신뢰성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

하지 않고 진행하 다. 이는 ‘이 서비스 외의 다른 

수단의 이용’에 한 의향을 묻는 문항인데, 여타 

다른 항 련 문항의 거부감, 반 의사, 불만, 비

 등의 문항들과 질문형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각 변수의 내 일 성을 측

정한 지표인 Cronbach’s Alpha 값도 모두 일반

인 기 값인 0.7을 상회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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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ample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Sex

Male 325 52.5%

The Main 
Motive 
of the 
Product 
Selection

Product Type
(Pad/Slide/Detachable)

37 30.1%
Female 294 47.5%

Operation System
(Android/iOS)

31 25.2%Total 619 100%

The
Average 
Monthly 
Spending

Less than ₩200,000 47 7.6%
Screen Size/Resolution 30 24.4%

₩200,000～349,999 284 45.9%
Call Available 6 4.9%

₩350,000～499,999 199 32.1%

₩500,000～649,999 48 7.8% CPU specifications 5 4.1%

₩650,000～799,999 18 2.9% Storage capacity
(16G/32G)

4 3.3%
More than ₩800,000 21 3.4%

Non Response 2 0.3% Internet connection
(WiFi/3G/LTE)

4 3.3%
Total 619 100%

Weight 3 2.4%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00,000 71 11%

₩2,000,000～3,499,999 152 25% Others 3 12.4%

₩3,500,000～4,999,999 197 32%
Total 123 100%

₩5,000,000～6,499,999 94 15%

₩6,500,000～7,999,999 42 7%

Product 
Experience

Buying experience 142 22.9%

More than ₩8,000,000 41 7% Ownership experience 174 28.1%

Non Response 22 4%
Using experience 395 63.8%

Total 619 100%

Tablet PC type

Buying Experience
(Multiple choice)

Ownership Experience
(Multiple choice)

Using Experience
(Multiple choice)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iPad 40 32.5% 49 33.8% 110 54.7%

iPad mini 2 1.6% 6 4.1% 4 2.0%

Galaxy Tab 12 9.8% 19 13.1% 18 9.0%

Galaxy Note 52 42.3% 51 35.2% 51 25.4%

ATIV Smart 4 3.3% 4 2.8% 4 2.0%

Google Nexus7 1 0.8% 1 0.7% 1 0.5%

MS Surface 1 0.8% 1 0.7% 1 0.5%

Optimus Pad 2 1.6% 1 0.7% 1 0.5%

LG Tab-book 1 0.8% 2 1.4% 1 0.5%

SONY Vaio 1 0.8% 3 2.1% 1 0.5%

Others 7 5.7% 8 5.5% 9 4.5%

Total 123 100% 145 100% 201 100%

Note) 
*
 Multiple choice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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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ategorized as Notebook Computer Categorized as Smart Phone 

Components Commu-
nalities

Cronbach’s
Alpha

Components Commu-
nalities

Cronbach’s
Alpha1 2 3 4 1 2 3 4

Ease of Use 1 .809 .743

0.869

.807 .730

0.882Ease of Use 2 .839 .818 .882 .848

Ease of Use 3 .871 .833 .849 .825

Usefulness 1 .737 .674

0.861

.771 .692

0.861Usefulness 2 .877 .869 .826 .827

Usefulness 3 .841 .802 .854 .843

Resistance 1 .836 .722

0.890

.816 .703

0.879

Resistance 2 .898 .843 .834 .742

Resistance 3 .906 .871 .883 .827

Resistance 4 .781 .709 .782 .648

Resistance 5 .586 .565 .615 .519

Intention 1 .812 .827

0.869

.838 .835

0.884Intention 2 .859 .843 .840 .811

Intention 3 .781 .719 .865 .806

Eigen value 3.561 2.456 2.413 2.408 3.374 2.515 2.443 2.323

Variance(%) 25.434 17.546 17.233 17.198 24.103 17.964 17.451 16.592

Cumulative
Variance(%)

25.434 42.980 60.212 77.410 24.103 42.067 59.518 76.110

5.1.2 확인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

계분석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모델

에 한 체  측정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

인분석은 AMOS 18.0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각 개념의 단일차원성과 신뢰도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이러한 과정들은 각 개념

의 지표들이 단일요인 모델에 의해서 수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한 합도를 알아보는 것이며, 구

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요인 재량들의 수렴타당도

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단일차원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Fornell and Lacker, 

1981). 

먼 , <Table 3>에서 모델의 반  합도 평

가를 해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를 살펴

보면, ‘노트북 범주화’ 모델에서는 Normed ϰ2 = 
3.081, NFI = 0.926, RFI = 0.890, IFI = 0.949, TLI 

= 0.923, CFI = 0.948, RMSEA = 0.082 등을 보

으며, ‘스마트폰 범주화’ 모델에서는 Normed Chi- 

square = 2.196, NFI = 0.944, RFI = 0.917, IFI = 

0.969, TLI = 0.953, CFI = 0.968, RMSEA = 0.060

으로 나타났다. 모델 합도 지수의 평가에 있어서 

Normed ϰ2(2.0 이하 우수), NFI(0.9 이상 우수), 

RFI(0.9 이상 우수), IFI(0.9 이상 우수), TLI(0.9 

이상 우수), CFI(0.9 이상 우수), RMSEA(0.10 이하 

합, 0.01 이하 매우 우수)를 일반  권장 수 으로 

보고 있다(Bae, 2009). 본 측정 모형에 한 부

분의 합지수가 련 기 을 충족하고 있어 모델의 

반  합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단하 다. 

다음으로 각 개념변수(잠재변수)의 내 일 성 

측정을 해 개념신뢰도(합성 신뢰도)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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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actor
Item 

Number

Categorized as Notebook Computer Categorized as Smart Phon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value
Construct

Reliability
AV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value
Construct

Reliability
AVE

Perceived 

Ease of Use

Ease of Use 1 0.735 14.647

0.799 0.697

0.750 15.749

0.829 0.725Ease of Use 2 0.889 18.149 0.906 20.317

Ease of Use 3 0.872 - 0.890 -

Perceived 

Usefulness

Usefulness 1 0.726 14.120

0.780 0.694

0.700 13.829

0.788 0.654Usefulness 2 0.936 17.865 0.898 18.984

Usefulness 3 0.823 - 0.876 -

Resistance

Resistance 1 0.773 18.537

0.804 0.811

0.796 17.966

0.774 0.952

Resistance 2 0.910 26.783 0.839 19.698

Resistance 3 0.941 - 0.909 -

Resistance 4 0.742 17.157 0.734 15.674

Resistance 5 0.578 11.590 0.601 11.677

Purchase 

Intention

Intention 1 0.924 -

0.785 0.710

0.905 -

0.802 0.726Intention 2 0.892 20.682 0.868 19.407

Intention 3 0.693 14.340 0.778 16.603

Chi-quare = 218.782(df = 71)

Normed Chi-square = 3.081

NFI = 0.926, RFI = 0.890, 

IFI = 0.949, TLI = 0.923, 

CFI = 0.948, RMSEA = 0.082

Chi-square = 155.907(df = 71)

Normed Chi-square = 2.196

NFI = 0.944, RFI = 0.917, 

IFI = 0.969, TLI = 0.953, 

CFI = 0.968, RMSEA = 0.060

다. 높은 신뢰도의 척도는 높은 내  일 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0.7 이상을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보고 있다(Hair et al., 2006). 검토 결과 두 모형의 

변수들 모두 기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념에 한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AVE)을 검토하

다. 0.5 이상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Fornell and Lacker, 1981), 이 역시 모든 변수에

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AVE)값이 개념들 간

의 상 계수 제곱을 상회하는지 비교하는 과정을 통

해 별타당도를 검토하 다(Fornell and Lacker, 

1981).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모형 모두 

기 을 충족하고 있어 별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

5.2 경로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

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단하여 경로분석을 진행

하 다. Amos 18.0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 체 데이터’, ‘노트북 범주화’, ‘스마트폰 범주화’

로 나 어 실시하 으며, <Table 5>와 같은 결과

를 얻었다. 먼 , 체 인 모형의 합도 수치는 

세 모형 모두 앞에서 제시된 기 을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모형의 합도 크기를 비교했

을 때 χ2
값의 상  크기는 체데이터 활용 모

델이 제일 크게 나타났고, ‘스마트폰범주화’ 모형

보다는 ‘노트북 범주화’ 모형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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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Constructs
 Categorized as Notebook Computer  Categorized as Smart Phone

AVE Correlation concept AVE Correlation concept

Perceived Ease of Use 0.697 1.000 0.725 1.000

Perceived Usefulness 0.694 0.542 1.000 0.654 0.608 1.000

Resistance 0.811 -0.293 -0.372 1.000 0.952 -0.346 -0.440 1.000

Purchase Intention 0.710 0.459 0.466 -0.481 1.000 0.726 0.451 0.550 -0.482 1.000

<Table 5>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s

Path

Total(619)
Categorized as Notebook 

Computer(311)

Categorized as Smart 

Phone(308)

Estim
ate

S.E. C.R. P
Supp
orted

Estim
ate

S.E. C.R. P
Supp
orted

Estim
ate

S.E. C.R. P
Supp
orted

H1a

Ease of Use

→ 
 Resistance

-0.367 0.049 -7.548 *** O -0.329 0.069 -4.761 *** O -0.391 0.069 -5.661 *** O

H2a

Ease of Use

→
 Usefulness

0.484 0.042 11.554 *** O 0.464 0.060 7.705 *** O 0.509 0.058 8.768 *** O

H2b

Resistance

→
 Usefulness

-0.204 0.034 -5.954 *** O -0.192 0.048 -4.005 *** O -0.217 0.048 -4.488 *** O

H3a

Ease of Use

→
 Intention

0.229 0.053 4.311 *** O 0.283 0.074 3.799 *** O 0.164 0.077 2.130 0.033 O

H3b

Resistance

→
 Intention

-0.289 0.040 -7.157 *** O -0.317 0.056 -5.682 *** O -0.258 0.058 -4.423 *** O

H3c

Usefulness

→
 Intention

0.314 0.57 5.507 *** O 0.249 0.078 3.209 0.001 O 0.388 0.085 4.589 *** O

Chi-square = 169.406 

(df = 59)
Normed Chi-square = 2.871

NFI = 0.968, RFI = 0.950, 

IFI = 0.979, TLI = 0.967, 
CFI = 0.979, RMSEA = 0.055

Chi-square = 138.919

(df = 59)
Normed Chi-square = 2.355

NFI = 0.949, RFI = 0.922, 

IFI = 0.970, TLI = 0.954, 
CFI = 0.970, RMSEA = 0.066

Chi-square = 110.857

(df = 59)
Normed Chi-square = 1.879

NFI = 0.958, RFI = 0.935, 

IFI = 0.980, TLI = 0.968, 
CFI = 0.980, RMSEA = 0.054

Note) ***：p < 0.001.

한 세 모형 모두 모든 경로의 가설들이 유의

수  α = 0.05에서 채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사례로 이용된 보완재 번들

링 제품에서의 기술수용 모델의 용이 무리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로계수에서는 ‘용이성-구

매의도’, ‘ 항-구매의도’의 경로에서 ‘노트북범주

화’ 모형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경로들에서는 

‘스마트폰 범주화’ 모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할 

만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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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rate Effect Analysis of the Knowledge Level

Model

Total(619)
Categorized as Notebook 

Computer(311)
Categorized as Smart 

Phone(308)

NP
AR

CMIN DF P
CMIN/
DF

NP
AR

CMIN DF P
CMIN/
DF

NP
AR

CMIN DF P
CMIN/
DF

Unconstrained 90 241.276 118 .000 2.045 90 255.315 118 .000 2.164 90 200.295 118 .000 1.697

Measurement
Weights

81 247.995 127 .000 1.953 81 261.660 127 .000 2.060 81 218.613 127 .000 1.721

Saturated 
Model

208 .000 0 208 .000 0 208 .000 0

Independence 
Model

26 5390.413 182 .000 29.618 26 2914.602 182 .000 16.014 26 2759.242 182 .000 15.161

Model Comparisons 

Measurment
Weights

6.719 9 .666 6.345 9 .705 18.318 9 .032

Structural
Weights

16.140 6 .013 6.150 6 .407 31.749 6 .000

5.3 지식수 에 의한 조 효과 분석

각 모델들의 경로에 하여 지식수 에 따른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지식수 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객  지식(10 )과 경험지식(3 )

의 합산 값을 이용해 응답의 평균값(4.4)를 기 으

로 두 집단을 분리하 다. 낮은 지식과 높은 지식 

집단의 표본 수는 체 데이터 모델에서는 각각 357

명/262명으로, 노트북 범주화 모델에서는 각각 187

명/124명으로, 스마트폰 범주화 모델에서는 각각 

170명/138명으로 분류되었다. 본 조 효과분석은 

AMOS 18.0을 통해, 모델의 총 6개 경로에 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제약 모델’과 가정하지 않은 

‘비제약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Table 

6>는 조 효과분석에서 도출된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간의 모델 합도와 모델비교 결과 값을 제시

하고 있다. 먼  비제약 모델과 구조계수에 등가제

약을 가한 모델의 값들은 체 데이터 모델에서 각

각 χ2(118) = 241.276와 χ2(127) = 247.995으로, 노

트북범주화 모델에서 각각 χ2(118) = 255.315와 χ2 

(127) = 261.660으로, 스마트폰 범주화 모델에서 

각각 χ2(118) = 200.295와 χ2(127) = 218.613으로 

나타났다. 모형들의 차이 검증 결과는 스마트폰 범

주화 모델에서는 χ2(9) = 18.318가 얻어져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체 표본의 모델과 

노트북 범주화 모델에서는 각각 χ2(9) = 6.719와 χ2 

(9) = 6.345가 얻어져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보완재의 련성이 낮게 지각할 수 

있는 범주화 상황에서만 지식수 의 조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품의 범주화가 보완재

와 련성이 낮은 경우에만 지식수 의 조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H4가 지지되

었다.

스마트폰 범주화 모델의 경우만이 사 지식 수

의 조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명되었으므로 이에 한 개별 모수 차이 검정을 실

시하 다. 이는 비제약 모델의 개별 모수의 차이를 

구하여 그 차이가 1.96 이상이면 α = 0.05에서 유

의하다고 단하는 차로 진행하 다(Bae, 2009). 

<Table 7>은 여섯 경로에 한 조 변수 결과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실시한 경로분석 결

과 <Table 5>에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

를 얻었으나, 집단을 분리하여 실시한 경로분석에

서는 낮은 지식수  집단과 높은 지식수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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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Smart Phone Categorization Model

Path

Low knowledge levels

(N = 170)

High knowledge levels

(N = 138) Differ

ence

Supp

orted
Estimate S.E. P C.R. Estimate S.E. P C.R.

H5a
Ease of Use

→ Resistance
-0.138 0.088 0.116 -1.571 -0.584 0.104 *** -5.592 4.021 O

H6a
Ease of Use
→ Usefulness

0.500 0.079 *** 6.348 0.477 0.085 *** 5.604 0.744 X

H6b
Resistance 

→ Usefulness
-0.184 0.073 0.011 -2.529 -0.264 0.068 *** -3.903 1.401 X

H7a
Ease of Use

→ Intention
0.063 0.097 0.512 0.655 0.258 0.114 0.024 2.262 1.607 X

H7b
Resistance 
→ Intention

-0.028 0.080 0.729 -0.346 -0.527 0.087 *** -6.060 5.714 O

H7c
Usefulness 

→ Intention
0.543 0.102 *** 5.303 0.097 0.135 0.474 0.717 4.586 O

Note) 
***
：p < 0.001.

서 각각 다른 유의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가 있다. 먼  낮은 지식수 에서는 ‘용이성에서 

항’, ‘용이성에서 구매의도’, ‘ 항에서 구매의도’

에 이르는 경로들이 기각된 반면, 높은 지식수

의 집단에서는 ‘유용성에서 구매의도’에 이르는 경

로만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지

식수 의 집단이 번들링되는 보완재에 한 활용

역을 낮게 인식하여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지식수 의 집단에서는 각 

변수간의 향정도가 반 으로 높았으나, 유용

성에서 최종 구매의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높은 지식수 의 집단은 낮은 집

단에 비해 보완재 번들링 노출에 해 보다 많은 

다양한 사고를 하지만, 범주화에 따른 보완재의 

련성이 낮다면 결국 강한 구매의도를 이끌어내

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 

이어서 각 경로에 해 지식수 의 조 효과를 

검토한 결과 ‘지각된 용이성에서 항에 이르는 

경로’와 ‘ 항과 유용성에서 각각 구매의도로 이르

는 경로’는 조 효과가 유의 인 것으로 확인되었

지만, 나머지 경로에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가설 H5a, 가설 H7b, 가설 H7c는 채택

되었고, 가설 H6a, 가설 H6b, 가설 H7a는 채택되

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완재 번들링 실

시에 있어서 련성이 다소 낮게 느껴지는 방향의 

범주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식수 에 따라 의사결

정 과정이 매우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지식수 의 

집단은 번들링 체의 유용성만이 구매의도에 강

한 향을 미치지만, 높은 지식수 을 가질수록 

이러한 번들링에 한 항요인에 해 함께 고려

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식수 이 

높을수록 련성이 낮은 범주화 상황에서도 보완

재 번들링의 용이성을 지각하여 항요인을 다소 

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6.1 결론  시사

기존 제품들이 가진 속성  효익을 가지고 있

지만, 기존의 제품 범주를 벗어난 제품들은 시장

도입기에 제품의 정의  형상의 형성을 하여 

일정 범주화를 통한 포지셔닝 략을 활용하게 된



36 Yoonseo Park․Yongsik Kim

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하고 있는 태블릿PC는 이

미 비교  화 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와 터

치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신제품의 장 이 될 수 있으나, 

반복  문서작업  웹작업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에는 노트북에 비해 열세하고, 자유로운 무선 통

화  커뮤니 이션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스마

트폰에 비해 열세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제품인 하이 리드 IT제품들은 폭 넓은 기능

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주변기기들이 존재한다. 연구의 설계

에서 우리는 블루투스 키보드라는 타이핑을 강화

할 수 있는 주변기기를 보완재로 제시한 번들링 

상황을 고려하 고, 번들링의 핵심제품인 태블릿

PC를 ‘노트북’ 는 ‘스마트폰’으로 범주화하여 제

시하 을 경우 소비자들의 태도 형성에 하여 살

펴보았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지식’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사 지

식에 따른 태도 형성과정의 차이를 악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재 번들링 한 하나의 신제품으로써 

항요인이 고려된 TAM의 용에 있어 모두 유

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상품의 

이용이 보다 수월하다고 느껴질수록 항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유용성과 구매의도 한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신제품에 해 항

의 완화는 유용성과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신제품의 이용방법의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재 등을 별도 구입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의 호환성 확인   

다른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일정한 항으로 지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완재의 번들링은 이러한 험요인을 제

거하여 용이성  항감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략은 제품의 유용성 지각을 높게 해주고 정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확인할 수 있다. IT

제품에서의 신제품 개발 속도는 어떤 제품보다 빨

라지고 있으며, 그 경쟁도 치열하다. 끊임없이 개

발되는 신제품들의 성패에 있어 기술력은  기

본조건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능의 구 에서 편의

성  실용성이 더욱 요한 건이 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해  수 있는 보완재 시장은 갈수

록 활성화 될 것이며, 이러한 보완재를 활용한 번

들링 략은 보다 많은 략의 가능성을 열어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지식수 의 조 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

에서, 스마트폰 범주화에서는 조 효과가 있었으

나, 노트북에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고려된 보완재 ‘블루투스 키보드’는 두 

범주(노트북/스마트폰)  노트북으로의 제품 활

용과 련하여 유사성이 높도록 조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트북 범주화에서는 지식수 과 무

하게 경로 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스마

트폰 범주화에서는 지식수 에 따라 향정도가 

다르게 즉 조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제품의 마 과정에서 보완재 번

들링 략을 고려함에 있어, 핵심제품의 범주화 

략과의 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주변기기의 개발과 포지셔닝 과정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핵심제품에 한 범주화 방

향에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

심제품의 지식수 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에 한 

악도가 높은 만큼 주변기기 활용에 한 효용의 

증가에 해서도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추가 인 비용이 소요되는 주변기기가 제품효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에 해서는 강한 

거부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로 높은 지식수 을 가지는 조기 수용층의 소비

자를 상으로 하는 제품일수록 보완재 번들링에

서의 보완재 합성은 더욱 신 한 고려가 요구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범주화 모형의 경로별 조 효과

에 한 연구결과에서는 총 6개 경로  3개 경로, 

‘지각된 용이성에서 항에 이르는 경로’와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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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각된 유용성에서 각각 구매의도에 이르는 2

개 경로’만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강도를 비교했을 때 ‘지각된 용이성-

항’과 ‘ 항-구매의도’의 경로는 ‘높은 지식수 ’

에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지각된 유용성-구매의

도’의 경로는 오히려 ‘낮은 지식수 ’에서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높은 

지식수  소비자 즉 핵심제품과 번들링된 보완재

에 한 악수 이 높은 경우 용이성 지각이 

항을 완화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항으로 인한 구매의도의 향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각된 유용

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오히려 낮은 지식

수 의 소비자 즉 제품에 한 악정도가 낮은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지식수 이 

사용용도와의 합성이 다소 낮은 보완재가 용

된 상황에 한 악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얻어

진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높은 지식수 을 

상으로 한 제품이나 그러한 집단을 주요 타켓으로 

실행하는 마 활동에서는 해당 집단의 생각을 

잘못 측할 경우 보완재 번들링을 오히려 추가

인 비용으로만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신 한 단

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우수성이 인정

된 기술수용모델을 보완재 번들링이라는 독특한 

상황에 용하 으며, 범주화와 지식수 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태도의 변화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연구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

존의 번들링에 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가

격효과의 범 를 벗어나 제품의 수용과정에 있는 

다양한 태도변수의 향 계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서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6.2 한계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는 하이 리드 IT신제품의 수용과정에

서 범주화와 보완재 번들링 상황이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노력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몇 가지 한

계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설 검정을 한 설문에서 부분의 응답

자는 특정 학교 학생으로 국한되어 표본의 일반화

에 다소 문제가 있다. 차후 경제능력이 있는 응답

자를 상으로 한 추가 인 연구는 보다 실성이 

반 된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태블릿PC와 블루투

스 키보드 등의 조작화는 조사자의 임의로 설정되

어 모든 제품을 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제품 선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경우를 함께 고려한

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보편  번들링 연구에서 많이 다 지는 가

격효과를 완  배제한 채 논리를 진행하여 일반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차후 가격효

과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연구모형의 개발은 

보다 풍부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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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Operation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of the 
Variables

Measurement
Factors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Items
Related
Research

Perceived 
Ease of Use

보완재 번들링 구성이 
제품의 이용에 있어 난
이도나 많은 노력을 요
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이 이 제품의 이용을 어렵지 않도록 하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이 이 제품의 사용방법을 배우기 쉽게 하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이 이 제품의 사용법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정도

Park and 
Lee(2007)

Perceived 
Usefulness

보완재 번들링 구성이 
자신의 목 달성에 이
용되는 이 제품의 활용
이 더욱 가치 있는 것
으로 느끼도록 하는 이
용자의 인지도 

∘이 보완재 번들링 구성은 제품 이용 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달성에 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은 다른 수단보다 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목 달성에 더 효과 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은 다른 수단보다 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목 달성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정도

Park and 
Lee(2007)

Resistance

보완재 번들링 구성이 
이 제품에 한 회피/
거부감/ 불편/구입반  
는 기존 제품 이용의 

수고를 유발하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에 해 거부감을 느끼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 사용에 반 할 의향이 있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 사용에 해 불만을 느끼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 사용에 해 비 할 내용이 있는 

정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보다 다른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도

Yoo and 
Lee(1994)

Purchase 
Intention

련제품 구매 고려 시, 
보완재 번들링 구성을 
선택하고자 하는 정도

∘ 련제품 구매 고려 시,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정도

∘ 련제품 구매 고려 시, 다른 제품보다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정도

∘ 련제품 구매 고려 시, 지  사용하고 있는 련 제품을 
보완재 번들링 구성의 이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정도

Davis 
et al.
(1989)

Objective 
Knowledge

제품 련 특성  제품
군에 계된 지식 

∘제품 종류 인지 정도(1)
∘제품 제조사 인지 정도(1)
∘제품 세부부품(CPU/Display) 인지 정도(2)
∘제품 세부기능(OS/Update/Network/Bluetooth) 인지 정도(4)
∘ 련 제품군(PC OS/부품) 지식 정도(2)

Brucks
(1986)

Rao and 
Monroe
(1988)



하이 리드 IT신제품의 범주화에 따른 보완재 번들링의 효과성에 한 연구    43

 About the Authors 

Yoonseo Park (yspark@jbnu.ac.kr)

Yoonseo Park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t. of Business Admini-

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Mana-

gement Engineering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2000.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new 

product marketing, quantitative marketing, word-of-mouth, service mar-

keting, forecasting, and etc.

Yongsik Kim (cikiki@jbnu.ac.kr)

Yongsik Kim is currently a doctoral student of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is current research inte-

rests include new product marketing, Internet marketing, service mar-

keting, innovation marketing, and etc.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