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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에 성공한 디자인 혁신 제품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혁신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

구는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의 디자인 혁신성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이 구매고객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한 연구

모형을 제언한다. 설문은 디자인 혁신성, 호감도, 구매 의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
구결과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은 제품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블루투스 스피커 디자인 혁신 제품

이 초기시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능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호감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호감도는 디자인 혁신 제품의 구매 의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업은 호감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발굴,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uccessful design innovation product cases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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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composed 
of question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design innovation, favora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unctionality, ergonomics, and aesthetics influenced produc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In order for the 
innovative product of Bluetooth speaker design to be accepted in the early market, it is most important to form a positive 
attitude toward favorability centering on function and aesthetics. Favorability is a factor that has the most decisive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design innovation products, and companies must discover and reinforce various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the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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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혁신은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많은 혁신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면서, 혁신의 판단 기

준으로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점차 중요시된다. 이러

한 추세는 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기술 중심의 혁신은 최근 들어 가격, 디자인 등 고

객이 인지하는 가치 중심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
히 애플의 성공 이후 최근 디자인은 중요한 혁신의 요소

로서 주목받고 있다[1]. 디자인은 고객이 제품과 브랜드

를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최초의 매개체이자, 고객으로 

하여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갖도

록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이 발달하여 제품의 기능

이 점차 유사해짐에 따라 취향, 소속감, 다양성, 자아 표

현 등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하는 디자인은 구매 의사 결

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디자인이 시장 

성공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디자인의 

고객 가치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제품의 혁신성(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
이 구매고객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TAM)을 결합한 모델

을 제안한다. 설문은 디자인 혁신성, 호감도, 구매 의도

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디
자인 혁신성이 고객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디자인 혁신 제품의 성

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Ⅱ. 이론적 고찰

2.1. 디자인 혁신성

디자인 혁신성은 디자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혁
신은 형태, 사용성,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다. 베
르간티는 혁신을 기술혁신과 디자인 혁신으로 구분하

였다. 디자인 혁신은 독창적인 형태를 통해 고객에게 제

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 람피노는 디

자인 혁신성을 심미적 혁신성, 사용 혁신성, 의미적 혁

신성, 유형적 혁신성의 네 가지 분류로 구분하였다[2]. 
심미적 혁신성은 모양, 크기, 비례, 색상 등의 차별적인 

외향을 통한 혁신이다. 사용 혁신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

용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통한 혁신이다. 의미적 혁신성

은 제품의 품질 외에 다른 매력적 요소에 의해 인지되는 

감성적 혹은 상징적 가치를 통한 혁신이다[1]. 마지막으

로 유형적 혁신성은 제품의 원 상태를 벗어난 독창적인 

형태를 통한 혁신이다[3]. 람피노는 제품에 있어서 형태

와 기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다른 유형

의 디자인 혁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람피

노가 주장하는 디자인 혁신 중 사용 혁신성을 제외한 심

미 혁신성, 의미 혁신성, 유형 혁신성은 모두 형태를 중

심으로 한다. 그러나 베르간티와 다른 람피노는 디자인

에 있어서 기능과 형태의 상관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디

자인 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혁신

의 속성을 기능성, 인간공학 속성, 심미성으로 구분하였

다[4]. 기능적 속성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 제

품의 실질적 혜택을 창출한다. 인간공학적 속성은 안전, 
효율성, 편안함을 통한 사용성 관련된 고객 만족을 극대

화하는 것이다. 심미성은 스타일, 조화, 형태, 패턴 등 여

러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제품의 외형을 통한 심미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2.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TAM) 

합리적 행위이론(TRA)은 거의 모든 제품의 수용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모델이다. 그림. 1은 기술수용모델

(TAM) 혁신 기술 중심의 제품 수용에 특화된 연구 모델

이다. 기술수용모델(TAM)의 신념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정형화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 정도이고,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시스템 사용을 위한 자신의 필요 

노력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수용모델(TAM)은 특히 이 

두 가지의 신념이 컴퓨터와 같은 기술혁신제품의 수용

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4]. 그림. 
2는 합리적 행위이론(TRA) 신념, 태도, 의도, 행동이 제

품의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이다[5]. 신념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연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판단으로서 기술적, 추론적, 
정보적 신념이 있다. 이러한 신념은 태도, 의도,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합리적 행위이론(TRA) 에서

는 신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6]. 태도는 

제품에 관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다. 
태도를 통해 특정 행동을 직접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
동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는 예측할 수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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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행동 의도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

인의 주관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객 행동을 측

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행동 의도의 강도를 측정함

으로써 고객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합리적 행

위이론(TRA)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신념의 총합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가 결

국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Fig.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Davis et al. 
1989.

Fig. 2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Ajzen & Fishbein 
1975.

2.3.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하여 스피커에서 받아 재생

하는 것이 블루투스 스피커의 원리이다. 스피커에는 블

루투스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 오디오 기능인 앰

프, 스피커가 필요하다. 전력 공급을 위한 배터리 등의 

포함되어 있다[7]. 스피커를 조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UI/UX를 제공한다. 연결 범위도 약 10m 정도로 다소 제

한적이다. 블루투스의 무선기술은 주파수 채널에 기반 

된다. ISM(Industrial Sceientific and Medical) 주파수 대

역인 2402~2480 MHZ에서 총 79개 채널을 사용한다. 
ISM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설비로 

전파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 없이 저전력의 전파를 발

산하는 개인 무선기기에 주로 사용된다[8]. 같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여러 기기에서 간섭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루투스가 활용한 방식이 주

파스 호핑 방식이다. 

2.4. 블루투스 기술의 영향에 따른 새로운 제품군

낮은 소비전력과 무선 연결 및 통신 기능, 기술 모듈

의 마이크로화가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의 특징과 장점

들은 휴대용스피커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등장시켰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군이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제

품들은 비약적으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서 그

림. 3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합된 제품들도 디자

인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블루투스 기술이 적용된 

스피커들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부분 충

전 배터리가 내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기본적인 소리 재

생기능에 더하여 다양한 기능들이 조합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무드 램프의 기능이 같이 있거나 음악의 장르에 

따른 라이팅 효과를 더해 음악 청취의 즐거움을 배가시

킨 제품들, 가습기의 기능이 더해진 것, 테이블 형태의 

스피커 기능이 포함된 제품 등 기존 스피커 제품의 전형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와 사용자의 니즈 경험을 제공한다.

Fig. 3 Bluetooth audio products.

2.5. 호감도

호감의 사전적인 의미의 경우 ‘좋게 여기다’ 또는 ‘좋
게 여기는 감정’을 말하며 호감도는 어떤 대상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관심 정도이다[9].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호감 여부는 어떠한 제품의 속성에 관한 신념과 지

각과 외부적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태도로 

결정이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으로 호감도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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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정, 우호적 감정, 좋고 나쁨으로 한정된 감정 등 대

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5].

2.6. 구매 의도

구매 의도란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확률로 소

비자의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한다. 마케팅 연구자들

은 구매 행위를 직접적 의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구매 의

도를 제시하고, 구매 의도는 일반적으로 구매하려는 의

사로 측정된다[10]. 그러므로 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실

제 구매 행동을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변수이다. 구매 

의도가 소비자 행동효과연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구매 의도가 증가하면 실제적인 구매행위와 관

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6]. 실질적으로 구

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구매 의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구매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매 의도는 마

케팅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변수로 제시된다. 푸르뵈 

와 로드는 구매 의도를 구매의향, 추천의향, 구매 확실

의 의도가 발생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

Ⅲ.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디자인 혁신성이 고객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

에 어떠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검증을 위해 합리적 행동

이론(TRA)과 기술수용모델(TAM)을 결합한 통합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그림. 4는 연구모형이다.

Favorability

purchase intention

Functionality

Human Factors 
Engineering 

Aesthetics

Design
Innovative

Fig. 4 Model of Study.

3.2.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설문은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자 및 구매 의도가 있는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340명
이었으나,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22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

석은 모든 가설은 겉보기 무관회귀(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를 적용한 선형회귀모델을 통해 

검증되었다. 표. 1은 설문내용이다.

Table. 1 Survey Items.

Category A Question

Functionali
ty

1. This product is designed to perform outstanding 
functions.

2. The design of this product offers state-of- the- 
art features.

3. This product is uniquely designed to perform 
outstanding performance.

4. This product is designed to exceed customer 
expectations in terms of function.

Human 
Factors 

Engineering

1. This product design is comfortable for anyone.
2. This product design is intuitive for consumers 

to use.
3. This product is designed to be familiar to users.
4. This product is designed appropriately for the 

user's ability.

Aesthetics

1. The design of this product is very refined.
2. The aesthetic design of this product is excellent.
3. The aesthetic of this product is outstanding.
4. This product has an outstanding appearance.

Favorability

1. Overall, I like this product.
2. Overall, I am in favor of this product.
3. Overall, I am positive about this product.
4. Overall, I think this product is good.

purchase 
intention

1. After seeing the product, I became interested in 
buying.

2. After looking at the product, I am willing to 
buy it.

3. After looking at the product, I think I'll probably 
buy the product.

3.3. 분석결과

3.3.1. 제품디자인 사용성 분석

표. 2는 설문 문항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0.802~0.93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값을 통해 설문 문항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ronbach’s alpha of Survey Items.
Cronbach’s alpha

Functionality 0.879
Human Factors Engineering 0.802

Aesthetics 0.895
Favorability 0.939

purchase intention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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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품디자인 혁신성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혁신성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

다.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의 p값은 <0.0001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디자인 혁신성이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R²(결정

계수)는 0.596로 디자인 혁신성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설명력은 59.6% 수준이다.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미성(0.395)과 기능성(0.363)이 인간

공학적 속성(0.287)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Impact of design innovation on favorability.

Estimate S.E. t p

Favorability -0.326 0.167 -2.521 0.016

Functionality 0.363 0.064 -2.054 <0.0001

Human Factors 
Engineering 0.287 0.094 4.654 <0.0001

Aesthetics 0.395 0.054 7.854 <0.0001

R² 0.596

3.3.3. 제품디자인 혁신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Design innovation has an impact on the intent 
of purchase.

Estimate S.E. t p

purchase intention -0.247 0.143 -1.825 0.020

Functionality 0.282 0.065 5.544 <0.0001

Human Factors 
Engineering 0.481 0.054 8.964 <0.0001

Aesthetics 0.394 0.022 8.495 <0.0001

R² 0.643

디자인 혁신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다.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의 p값은 <0.0001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혁신성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R²(결정계

수)는 0.643로 디자인 혁신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설명력은 64.3% 수준이다. 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공학적 속성(0.481)과 심미성

(0.394)이 기능성(0.282)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4. 호감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감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호감도의 p값은<0.0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감도

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

설 3은 지지 되었다. R²(결정계수)는 0.711로 호감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71.1% 수준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미치는 호감도 요인은

(0.664) 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6과 같다. 디자인 혁신성

은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가설 1~3은 모두 지지 되었다.

Table. 6 Hypothesis test result table.

Research Hypothesis Judgment

Design innovation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favorability. Adoption

Design innovation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purchasing intent. Adoption

Good feeling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of purchase. Adoption

Ⅳ. 결  론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디자인 혁신성은 호감도와 구

매 의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능성, 인간공학, 심미성은 호감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은 호감도를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아무리 제품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고객 스스로가 제품을 쉽게 즐겨 

사용할 수 없다면 제품의 혁신적 기능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호감도는 해당 제품의 사용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

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혁신적 기능을 구현하는 기업

의 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 혁신성, 호감도는 모두 구매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감도는 구매 의도

에 매우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
자인 혁신 제품의 경우 기능성과 심미성을 기반으로 호

Estimate S.E. t p

purchase 
intention -0.395 0.043 -9.921 <0.0001

Favorability 0.664 0.016 15.511 <0.0001

R² 0.711

Table. 5 Affectionate on Intention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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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형성해야만 고객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기능성, 심미성→호감도 →구매 의도

의 영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혁신 제품의 경

우 제품의 전반적인 속성이 아직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

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신

뢰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블루투스 

스피커 디자인 혁신 제품이 초기시장에서 수용되기 위

해서는, 기능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호감도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감도

는 디자인 혁신 제품의 구매 의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개발 기업

은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발

굴, 강화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제품디자인 혁신에 관한 소비자의 반응, 효과 등 다양한 

고객의 조건과 제품 용도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제품

디자인 혁신에 대한 이해와 폭을 확장하고 심화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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