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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접촉의 통제감과 속도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정재영*․박지혜**
요 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감각적 자극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매일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런 감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중 특히 촉각이 중요시 되면서 촉각에 대한 제품의 속성을 강조한 터치 제품들이 지속적으
로 출시되고 있지만 정작 촉각이 제품의 평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을 접촉할 때 생기는 통제감과 속도감이 실재감,
관여도, 친밀도, 제품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통제감과 속도감
중 제품 접촉의 통제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제품
접촉의 속도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재감은 제품의 관여도와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친밀도는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속도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제품의 관여도와 친밀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관여도는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케터들이 터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을 잘 파악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Ⅰ.

서론

들을 삶속에서 매일 수백 번씩 행동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음식을
먹고, 냄새를 맡고, 물건을 만지는 행동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감각적 자극

(sensory stimulus)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매일 작용하고 있다. 감각적
자극에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감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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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

장에서 제품의 접촉을 통해 고객이 직접

케터들은 이런 감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적인 제품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되었고, 이로 인해 감각을 이용한 여러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 전문 매장인 frisbee

가지 마케팅 전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를 아이폰, 맥북, 아이팟 등의 애플 제품

대표적인 감각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는

를 통해 아이폰이나 맥북, 아이팟 등의

‘체험 마케팅(experience marketing)’을 들

제품과 더불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액

수 있다.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가 직접

세서리를 현장에서 사용해보고 구매할

적인 감각을 통한 제품의 체험을 하게

수 있는 제품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촉감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을 통한 제품의 평가가 구매로 이루어지

갖게 하는 것이다(Schmitt, 1999). 기존

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의 마케팅 전략이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

캐논도 역시 자사의 브랜드 매장인

고 보여주는데 있었다면, 체험 마케팅은

캐논플라자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체험

한걸음 더 나아가 제품을 직접 감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캐논플라자는

경험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직접적인 사

매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여 현장

용을 통한 평가를 하게 하는데 의의가

에서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볼 수 있게

있다. 그리고 제품의 설명을 통해 제품을

해주고 있다. 제품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한 제

인한 고객의 제품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품의 평가가 실제로 구매에 더 큰 효과를

하고 더 나아가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egg and

예라고 볼 수 있다.

Alba, 2007). 이러한 체험 마케팅에서 특

또 인터넷의 발달로 옷 등의 제품의

히 촉각은 이러한 체험 마케팅에 사용되

온라인상의 거래가 늘어났지만, 온라인

는 중요한 감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으로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매장에 방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한 후 매장에서 제

문해 옷을 입어보거나 제품을 만져보고

품을 만져보고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게

사용해본 후 실질적인 구매가 이뤄지는

함으로써 촉각을 통한 체험 마케팅을 많

경우가 많다. 이렇듯 촉각은 나아가 제

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품을 구매하기 전 제품을 평가하게 되는

캐논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애플은 한국 시장 진입 초기에 삼성

촉각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품

동의 a#매장을 통해서 애플의 제품들을

의 속성에도 추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시하고 직접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현

예로 삼성전자의 애니콜 ‘햅틱’과 애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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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햅틱은

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퍼놀로지’를 강조한 TV광고 등으로 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접촉할 때

케팅을 펼쳐 성공한 사례이다. 퍼놀로지

어떠한 감정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나아

란 재미를 뜻하는 영어단어인 ‘펀(fun)’과

가 제품의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기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 ‘테크놀로지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technology)’를 조합한 신조어이다. 광고
에서는 톱스타들을 내세워 ‘터치, 다음은
뭐지?’, ‘만져라, 반응하리라’ 등과 같은

Ⅱ. 이론적 배경

문구로 소비자의 호기심과 니즈를 자극하
였다. 햅틱(Haptic)이 ‘촉각의’라는 뜻을

1. 통제감

지닌 만큼 만질 때 발생하는 다양한 진동
효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제품을 접촉

통제(control)는 ‘한 개인이 자신이 처

하면서 생기는 진동효과는 햅틱폰이 나

해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혹

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

은 환경에서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하려

고, 내가 제품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

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여준 것이다. 여기서 촉각은 재미와 니즈,

(Hui and Bateson, 1991). 또한 어떤 환

촉각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잘 어

경에서 영향을 행사하여 그 환경을 통제

울러져 햅틱을 성공 사례로 이끈 것을 볼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수 있다.1) 애플의 아이폰도 만질 때 생기

라고 주장되었다(White, 1959). 이후 지

는 빠른 반응속도와 더불어 소비자를 만

각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지

족시켜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애플

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통제에 대한 개

의 기술력이 잘 어울러져 성공한 사례라

념이 정리되었는데, 통제에 대한 많은

고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에는 제품의 접

연구들은 개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촉을 통한 촉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제를 강화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촉각을 통한 체험 마케팅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규정하면서,

활성화 되고 있고, 촉각에 대한 제품의

개인이 환경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속성을 강조한 터치 제품들이 지속적으

갖는 것으로 지각하면 할수록(고통제 상황)

로 출시되고 있지만 정작 촉각이 제품의

그렇지 못한 경우(저통제 상황)와 비교

평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

하여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1) 삼성 햅틱폰 성공비결은 ‘퍼놀로지(재미+기
술)’, 한국경제신문, 2009년 3월 26일자.

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차태훈, 전승우,
이상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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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verill(1973)은 통제의 개념을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Averill(1973)

나누어 행동통제(behavioral control), 인

의 연구에 따라 통제의 3가지 개념을 알

지통제(cognitive control), 의사결정통제

아보고 기존의 통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

(decisional control)의 3가지 개념으로 정

보고자 한다.

리하였다. 먼저 행동통제는 직접 사건의 객
관적 특성을 수정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1.1 행동통제(Behavioral Control)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한다. Ajzen

행동통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2002)은 행동통제에 대해 ‘일련의 행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에 관한

동수행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고 정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실험을 통해 확

의하였다. 그는 행동통제를 자기효능감

인할 수 있다. Mills and Krantz(1979)의

(self-efficacy)과 통제력(controllability)으

연구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통제실험을

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자기효능감은

통해 실험자들이 헌혈 시 헌혈할 팔을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 집단과 선택할 수 없는

어렵게 혹은 쉽게 지각하는지를 지칭하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는데, 그

는 개념이다(Bandura, 1991). 즉 자기효

결과 헌혈할 팔을 선택할 수 있는 집단

능감과 통제력을 합쳐 종합하면 특정 행

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헌혈에 대한

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상황을 다

의사결정이 더 빨랐던 것을 확인할 수

룰 수 있는 고유한 능력과 함께 행동을

있었다. Perlmuter and Chan(1983)의 연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통제할 수

구에서는 화면을 보고 나오는 단어를 가

있는 능력을 모두 고려한 것이 행동통제라

지고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슬라이드 화

고 정의하였다(Ajzen, 2002). 즉 내가 처한

면과 마이크 등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그룹(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그룹)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

인지통제는 개인이 사건을 해석하고

을 실시하였다. 환경에 대한 행동통제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이

정도가 높아질수록 동기부여가 강화되

사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여

며 또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강하게 집중

개인의 욕구와 바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라고 할 수 있다. Averill(1973)은 이것을

알 수 있었다. Horswill and Mckenna

‘통제에 대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999)의 연구에서는 운전상황에 대한

의사결정통제는 목표나 결과를 선택할

통제 실험을 통해 주도적으로 속도를 바

때 다양한 대안들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꿀 수 있는 운전자와 속도에 대해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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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승객의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

Moorman and Matulich(1993)의 연구가

는데, 그 결과 운전자로서 주도적으로

있는데, 상황 통제의 위치가 자신에게 있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해 상황을

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일수록 더욱 다양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운전자의 입장

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수용하

인 경우 차량주행속도가 더 높았던 것을

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 느낌을 확인한 실험은 다음과 같다.

Namasivayam(2004)의 연구에서는 레

Testa and Major(1990)는 글쓰기를 통해

스토랑과 호텔의 서비스 시나리오 상황

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통제에 대한

을 가지고 행동통제에 관한 실험을 실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하였는데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를 바꿀

들에게 주제를 주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 있는가/없는가의 여부를, 호텔에서는

에세이를 쓰게 하고난 후 면담과정에서

미리 예약한 방에서 동료와 함께 숙박할

참여한 학생들에게 제출한 에세이가 별

수 있도록 방의 종류를 변경하려고 요청

로 설득적이지 못해서 정해진 기준인 20

한 상황을 놓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점 중에서 12점 밖에 받지 못해서 실패

결과 메뉴의 변경여부, 방의 종류의 변

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개

경여부가 통제와 관련되어서 행동통제

별면담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때

의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

다시 하는 테스트가 처음 테스트와 관련

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없다고 설명한 고통제와 처음 한 테

위의 행동통제에 관한 실험들은 개인이

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실시한

마음속에서 의사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저통제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의

는데, 그 결과 고통제의 상황에서 테스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었다.

트를 실시한 학생들이 저통제 상황이었

1.2 인지통제(Cognitive Control)

던 학생들에 비해 자신감(self-esteem)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통제는 개인이 정보를 획득하고

Ward and Barnes(2001)의 연구에서는

평가하여 개인의 욕구와 바람을 확인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실험을 통해

는 과정으로 보는데, 이는 정보탐색 및

통제 수준을 인지하는 것의 차이가 소비

획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Averill

자의 감정, 태도, 행동 등에 어떤 영향을

(1973)의 연구대로 ‘통제에 대한 느낌’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 연구

이라고 표현된다. 먼저 정보탐색 및 획

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인식하는 통제수

득과 관련이 있는 인지통제에 관한 연구는

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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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Söderlund(2007)의 연구에서는 서

롭게 설정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시간

비스 환경에서 MP3 플레이어를 구매할

들 가운데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

때 판매원과 고객 중 누가 구매상황을

게 줌으로써 통제 수준을 조절한 결과,

주도하는지에 따라 주인 역할과 종 역할

선택에 대한 권한이 큰 고통제 상황의

로 나누고, 고객이 구매상황을 주도하는

환자들이 더 행복하고 활동적인 요양원

고통제일 때와 판매원이 구매상황을 주

생활을 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Hui

도하는 저통제일 때를 비교하였다. 그리

and Bateson(1991)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고 이를 통해 인지통제에 대해서 개인들

환경에서 밀집도의 수준이 통제에 미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서 일어나

는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고통제의 경우

는 계좌이체의 상황을 통해 군중의 밀집

가 고객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통제, 감정적 반응의 관계를 알아

이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밀집도(density)

통제 상황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통제

와 혼잡도(crowding)는 서로 구별되는 개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념으로, 주어진 공간 내에 있는 사람 수를

다는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밀집도’로, 밀집도가 너무 높다고 인식되

1.3 의사결정통제(Decisional Control)

거나 상황에 대한 통제가 너무 낮아졌다
고 지각될 때 생기는 불쾌한 느낌을 ‘혼

의사결정통제는 다양한 대안들 가운

합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밀집도

데 개인이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의 수준이 지각된 통제와 혼잡성에 영향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Averill, 1973). 의

을 주어 결국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이

사결정통제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환

끌어 내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게 될

자들이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객

들이 많았다. Lager et al.(1975)는 환자

이 서비스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의 선택에 대한 통제를 조절하는 실험을

의 여부가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통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과 후에 느

나아가 감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고 이것

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리고 그 결과 환자의 선택이 강한 경우

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이상으로 통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로 나타났다. Lager and Rodin(1976)은

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통제의 종류와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관계없이 높은 통제 수준에서 긍정적인

시간이나 방문객들의 방문시간을 자유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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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이가 있고, 이것은 그들이 제시한 신경

실행 할 수 있는 경우, 인지통제의 경우

망 모델로 설명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에는 주어진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따라 인지속도가

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사결정통제의 경

달라지는 원리를 감각세포의 활성 정도

우에는 의사선택을 하는데 선택에 대한

로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큰 물체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

보는 경우가 작은 물체를 보는 경우보다

가 나왔다. 이를 통해 지각된 통제의 수

감각세포의 활성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인지속도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속도감은 운전자에 관한 연구
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주관적

2. 속도감

속도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가
운데 Stuart et al.(2004)은 운전을 하는 상

속도감은 Thompson(1982)에 의해 물

황에서 도로의 폭이나 재질, 날씨에 따른

체가 나아가는 빠르기에 대한 느낌이라

도로의 상태 등 주변의 상태가 늘 변하기

고 정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이 진행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운전자의 주관적

되는 빠르기의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속도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속도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며, 인

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지속도와 주관적 속도감에 대한 연구가

내부적인 심리상태에 따라서 주관적 속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인지속

감은 다르게 지각되기도 하는데, 운전자

도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Campbell

는 속도를 지각하기 위해 다양한 단서들

and Maffei(1981)은 인지속도에 영향을

을 이용하고 이 중에서 특히 감각적 기능

미치는 요인으로 대비(contrast)와 공간

들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였다(Denton, 1976;

빈도(spatial frequency)를 설명하면서 화

Recarte and Nunes, 2000).

면간의 대비와 공간빈도의 차이가 인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실재감

Thompson(1982)도 그의 연구에서 사물
의 인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재감은 ‘그곳에 존재하는 것(being

대비(contrast)를 설명하였고, 인지하는

there)’을 의미하며(Heeter, 1992) 물리적

것에 대한 대비가 속도의 차이를 지각하

인 접촉이 배제된 가상환경에서 일어나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Chey et

는 것으로 인지과학, 심리학, 철학, 공학,

al.(1998)은 인지속도는 실제속도와 차

예술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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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본질이

집중하는 상황(a matter of focus)라고 정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개념이라서 학

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몰입과 비슷한

자들마다 실재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개념으로 정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Slater

Witmer and Singer(1998)는 환경과 상호

and Usoh(1993)는 가상환경의 사용자가

작용하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심리적인

가상환경에서 제공하는 자극이나 효과를

상태를 실재감이라고 하면서 몰입의 개

경험하면서 자신이 있는 장소가 물리적

념과 비슷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개인

인 장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상환

이 실재감을 인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경에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라고 실재감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을 정의하였다. 또한 실재감은 사람이 물

설명한 점에서 실재감을 몰입과는 다른

리적으로 위치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잊

개념으로 구분하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어버리고 가상 환경으로 자신을 이전하

있다. 그리고 Barfield et al.(1995)도 실

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부감 없이 두 가

재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몰입이기

지 환경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

때문에 몰입은 실재감의 결과로 보거나

울이는 현상이라고 규명하였다. Barfield

혹은 하위 요소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et al.(1995)은 실재감을 인간의 감각기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념을 구별하고

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극정보를 인식

있다. 실재감은 그 곳에 존재한다는 주

하고 뇌가 그것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체의 분명한 인식이 포함된 것이지만,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라고 정의하

몰입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상실된 것이기

고 있다. 또한 실재감이 여러 가지 감각

때문이다. 또한 실재감은 인간의 모든

(시각, 촉각, 평형감각, 후각, 청각)에 주

감각기관에 정보가 제공 된 후에 발생하

의를 기울일만한 정보(attentional resource)가

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감각정보 중 일

제공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날 수 있다

정의하고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즉, 가상환경이 실제

실재감은 몰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

세계와 같은 수준의 모든 유형의 정보를

구가 되고 있는데, Riva(2006)는 그의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연구에서 실재감은 ‘사용자가 매체를 사

는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용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몰입(engaged)

것이다. 이런 실재감의 여러 연구들을

되었을 때, 그 곳에 존재는 것처럼 느끼는

종합하여 실재감은 Lombard and Ditton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Fountane(1992)

(1997)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물리

는 실재감을 심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느낌(illu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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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매체에 대한 판단이나 개인의

Rourke et al.(2001)은 실재감연구가

주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지적 실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적인 측면

재감은 온라인 환경에서 몰입 학습의 중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각각 사회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Garrison et

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이라 명명하였

al., 2004). 그들은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

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실재감이 정

가 ‘인지적인 구조 안에 있는 것 같은

서적 반응(Affective-response), 응집적 반

느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응(cohesive-response), 상호작용적 반응

학습 상황과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interactive response)로 구분된다고 주장

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요

하였다. 그리고 Swan(2002)은 이 3가지

소로서, 실재감의 경험에 필수적이다.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정서
적 반응은 감정, 느낌, 가치에 대한 개인

4. 관여도

적인 표현을 말한다. 둘째, 응집적 반응
은 내가 그룹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여도(Involvement)는 사회 심리학의

나 그룹으로써 우리가 존재함을 나타내

한 이론인 사회 판단이론(Social Judgement

는 언어적 활동을 말한다. 셋째, 상호작

theory)에서 비롯되면서 사회 심리학에서

용적 반응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회심리학에서

인식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상호작용 하

시작된 관여도에 대한 개념은 Krugman

는가를 말한다.

(1965)이 처음으로 소비자 행동연구에 도

Short et al.(1976)은 사회적 실재감을

입하였다. 관여도라는 개념은 다양한 방

사용자의 매체에 대한 태도이자 매체에

향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어떻게 정의하

대한 정신적인 판단이고, 커뮤니케이션

고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일

매체의 품질(quality)에 대한 개인의 주

치를 못하고 있다(Cohen, 1983). 하지만

관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여

적 실재감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른 사

도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용자들과 함께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대해 개인적으로 인식된 중요성의 지각

것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호

정도(perceived personal importance)이거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

나 특별한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발생한

적 실재감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

관심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여도

호작용 하는 대상과 실제로 얼마나 함께

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있는 느낌을 받는지에 대한 매체 사용자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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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and Kapferer(1985)는 관여도를 측

아몬드, 반지, 향수 등은 고관여 감성적

정할 때 관여의 정도만 측정해서는 안

제품, 담배는 저관여 감성적 제품으로 구

되고, 4가지의 관여도 차원에 의해서 관

분하였다. 사람의 좌뇌와 우뇌의 기능은

여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

각각 이성적인 반응과 감성적인 반응은

품의 인지적 중요성, 제품을 잘못 선택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가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상징적인

를 통해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활동

가치, 제품의 쾌락적 가치 등 총 4가지

과 인지적인 정보탐색 활동은 서로 독립

형태의 관여도를 제시하였다.

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Krugman, 1971),

Mittal(1989)은 관여도를 소비자가 제

이런 의미에서 인지와 감성을 기준으로

품에 내재된 기능에 관심을 두는 기능적

하는 관여의 유형구분은 생물학적으로

관여도(functional involvement)와 제품에

도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대한 심리적인 해석에 관심을 두는 표현

연구결과를 통해 박찬욱, 문병준(2000)은

적 관여도(expressive involvement)로 구

실용적 관여(인지적 관여)는 기능적, 실

분하였고, Park and Young(1986)은 Mittal

리적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관여로 정보

과 유사하게 관여도를 실용적인 동기에

처리 활동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중시되는

의한 인지적 관여도(cognitive involvement)

반면, 감각적 관여(감성적 관여)는 가치

와 가치 표현적 동기에 의한 감성적 관

표현적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관여로 소

여도(affective involvement)로 구분하였다.

비자 개인의 느낌이나 추구하는 감정상

더 나아가 Zaichkowsky(1987)도 자신이

태의 도달이 중요시된다고 주장하였다.

1985년에 개발한 PII(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를 통해 관여도를 20개

5. 친밀도

의 7점 의미차별화척도(semantic differ-

ential scale)로 측정하고, 관여도에는 인

친밀감(Intimacy)은 적용되는 맥락과

지적인(cognitive) 측면만 있는 것이 아

범위에 따라서 개념이 변하고 사랑, 우정,

니라 감성적인(affective) 측면도 있다고

친근감 등의 다양한 개념과 혼용되기 때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고관여, 저

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나,

관여로 나누어 여성을 대상으로 8개 품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목에 대해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것, 심리적인

한 결과 자동차와 전자계산기는 고관여

변화와 인지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인식제품, 종이타월, 초콜릿, 갈은 쇠고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ron

기 등은 저관여 인식제품, 컴퓨터, 다이

et al., 1992). Prager(1995)는 친밀감에 대

글로벌경영연구

제품 접촉의 통제감과 속도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103

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친

주장하였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이

밀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해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인 속성들을 정리했고, 그 결과 친밀감

느끼며, 이런 친밀감은 지속적인 관계를

은 사랑, 우정, 친근감 등 단일 속성의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친밀감은 광

개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속성

고의 메시지나 브랜드 슬로건 같은 연상

으로 구성된 다층 개념(multi-tiered con-

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cept)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친밀

연상이나 경험과도 관련된 브랜드 기억

감을 크게 시간과 장소의 지속성 여부에

등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점

따라 친밀한 상호작용(intimate inter-

차적으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강화

action)과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ship)로 구분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은 다
시 친밀행동(intimate behavior)과 친밀경
험(intimate experience)로 나누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친밀한 상호 작용은 특정한 시간과 장
소에서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력과 속도감이 실

반해 친밀한 관계는 장기간의 시간을 거

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쳐 광범위한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재감

고 정의하였다. Berscheid et al.(1989)은

은 관여도와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친밀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양

확인해보고 더 나아가 제품 평가에 어떠

한 행동(여가생활, 진로설계, 투자결정,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평가, 의사결정 등 등)에 빈번하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긴 시간동안

1. 통제감이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Fournier(1998)는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Hui and Bateson(1991)에 의하면 통

질적 차원(사랑과 열정, 자아연결, 상호

제는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

의존, 몰입, 친밀도, 브랜드 파트너 품질)

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환경에서

을 6가지로 분류하면서 소비자-브랜드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기본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설명하였다. 소비

적인 욕구’라고 정의하였고, 후에도 많

자가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브랜드에

은 연구에서 통제는 자신의 환경을 지배

관해 정교화된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

하고 그 속에서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면, 이러한 브랜드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기본적인 욕구라는 연구들이 지속되

정재영․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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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다.

Usoh(1993)는 가상환경의 사용자가 가
상환경에서 제공하는 자극이나 효과를

3. 실재감이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경험하면서 자신이 있는 장소가 물리적
인 장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상환

Short et al.(1976)은 사회적 실재감을

경에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라고 실재감

사용자의 매체에 대한 태도이자 매체에

을 정의하였고, Lombard and Ditton

대한 정신적인 판단이고, 커뮤니케이션

(1997)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물리

매체의 품질(quality)에 대한 개인의 주

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느낌(illusion of

관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회

being there)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선 선

적 실재감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른 사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

용자들과 함께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신이 처한 환경에서 인간은 통제를 하려는

것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호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것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전의 연구들

이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에서 관여도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특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정 대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식된 중요
성의 지각정도(perceived personal impor-

H1: 제품 접촉의 통제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nce)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자극에 의
해 발생한 관심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
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2. 속도감이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함께한다는 상호작용은 그 상황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서 중요함을 지각하게

Held and Durlach(1992)는 사용자의

된다고 생각이 들어 본 연구에서는 실재

입력에 대한 빠른 응답속도가 실재감에

감이 관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그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리고 빠른 응답속도는 실재감을 통해 몰
입을 이끌어 낸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제품 접촉의 속도감이 실재감에 영

H3: 실재감은 제품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을 미친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하였다.

H2: 제품 접촉의 속도감은 실재감에

4. 실재감이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Short et al.(1976)은 연구에서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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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언급하였는데, 그들은 친밀감 수준에 공
헌하는 요소로 사회적 실재감이 포함되

H5: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제품평가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는 실재감이 친밀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6. 친밀도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하였다.

Prager(1995)는 친밀감의 필수 속성들
H4: 실재감은 제품의 친밀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을 정리하면서 친밀감이 단일 속성의 개
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다층 개념(multi-tiered concept)라

5. 관여도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고 보고 크게 시간과 장소의 지속성 여부
에 따라 친밀한 상호작용(intimate inter-

action)과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Petty and Cacioppo(1981)은 태도형성

ship)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Berscheid et

경로와 관련된 정교화가능성 모델(elabo-

al.(1989)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ration likelihood model; ELM)을 설명하

서로 다양한 행동(여가생활, 진로설계,

면서 원산지 라벨과 같은 변인은 설득상

투자결정, 평가, 의사결정 등)에 빈번하

황에 있어서 중심적․인지적 단서로서

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긴 시간동

의 역할을 하며, 정보처리 능력과 본질에

안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주장

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친밀한 관계

하였다. 소비자의 제품 관여도가 높은 경

에서 일어나는 행동 중에는 평가나 의사

우 원산지에 대한 단서는 제품의 품질에

결정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한 추론에 필요한 중심단서가 될 수

친밀도는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고관여 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품인 경우 원산지 단서는 제품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적 정보, 즉 중요한

H6: 제품에 대한 친밀도는 제품평가

속성들에 관한 대표적 혹은 종합적인 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약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가 제품
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정리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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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도

통제감
H3

H1

접촉
(촉각)

H5

제품
평가

실재감

H2

H6

H4

속도감

친밀도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남성이 50.7%, 여성이 49.3%로 거의 비슷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연구에 맞게 적

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만 19세부터

용하고, 척도가 없는 부분은 일부 본 연구

만 53세까지로, 만 23~26세의 비율이

를 위해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설 점증

45.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5.1세

을 위하여 통제감, 속도감, 실재감, 친밀도

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직업은 대학

에 대한 질문은 Likert 7점 척도(1 = 매우

생이 4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지 않다, 7 = 매우 동의한다), 관여도와
제품평가는 의미 차별화 척도(Semantic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설문지

differential scale)로 측정하였다.
3.1 통제감

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지 배포와 회

통제감을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수는 2010년 6월 12일부터 2010년 6월

때문에 Sheeran and Orbell(1999)이 행

15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온라인과

동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4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의 항목 중 2항목(Likert 7점 척도로 측

175부가 배포되었는데, 이 중 터치 제품

정)을 선택,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

에 대한 사용경험이 없는 응답 21부와

다’,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로

불성실한 응답 18부를 제외하고 140부

수정하여 사용했고, 본 연구에 맞춰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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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Likert 7점 척도로 측정) ‘기능을

‘irrelevant-relevant’, ‘means a lot to me-

주도하고 있다’, ‘내가 만지는 대로 반응

means nothing to me’, ‘useless-useful’,

한다’, ‘제어하고 있다고 느낀다’를 추가

‘valuable-worthless’, ‘trivial-fundamental’,

로 생성하여 총 5항목을 측정하였다.

‘beneficial-not beneficial’, ‘matters to medoesn’t matter’, ‘uninterested-interested’,

3.2 속도감

‘significant-insignificant’, ‘vital-super-

속도감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

fluous’, ‘boring-interesting’, ‘unexciting-

에 본 연구에 맞춰서 연구자가 개발한 4

exciting’, ‘appealing-unappealing’, ‘mundane-

항목(Likert 7점 척도로 측정) ‘내가 만

fascinating’, ‘essential-nonessential’, ‘un-

지는 대로 빠르게 반응한다고 느낀다’,

desirable-desirable’, ‘wanted- unwanted’,

‘내가 원하는 기능이 빠르게 실행된다고

‘not needed-needed’를 모두 선택하여 우

느낀다’, ‘내가 만지는 대로 민감하게 반

리말에 맞게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응한다고 느낀다’, ‘내가 만지는 대로 기
능이 신속하게 실행된다고 느낀다’를 생
성하여 측정하였다.

3.5 친밀도
친밀도는 Sternberg(1990)의 사랑의 삼
각형 이론 척도(A Triangular theory of

3.3 실재감

love scale)에서 적용된 친밀도를 바탕

실재감은 Witmer and Singer(1998)의

으로 하되 이성 관계에 해당되는 항목은

실재감에 관한 측정 항목 32개 중 본 연

제외해서 15개의 항목 중 총 4개의 항목

구에 맞는다고 생각한 4개의 항목(Likert

(Likert 7점 척도로 측정) ‘친숙하게 느낀

7점 척도로 측정) ‘나와 연관이 있다고

다’, ‘가깝게 느낀다’, ‘친근감을 느낀다’,

느낀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

‘익숙하다고 느낀다’를 선택, 수정하여

한다’, 내 삶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측정하였다.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를 선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3.6 제품평가
제품평가는 Keller and Aaker(1992)의

3.4 관여도

지각된 품질에 관한 측정 항목(의미 차별

관여도는 Zaichkowsky(1985)의 PII 척도

화 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 3문

20개의 항목(의미 차별화 척도; Semantic

항 ‘Inferior-Superior’, ‘Low Quality-High

differential scale) ‘important-unimportant’,

Quality’, ‘Exellent-Poor’을 모두 선택하

‘of no concern to me-of concern to me’,

여 우리말에 맞게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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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분석

적 특성은 <표 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 응답자 구성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
면 전체 14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이 71명,
여성이 69명으로 각각 50.7%, 49.3%로
남녀 성비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은 19세에
서 53세까지 분포되었고, 만 23~26세가
전체의 45.7%인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22세가 37명, 27~30세가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그 개념을 얼마나 정
확히 측정하는가를 말한다. 이는 측정하
려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어떻
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는가에 따라 많은

30명, 31~34세가 7명, 34세 이상이 2명

영향을 받는다. 타당성의 종류에는 내용

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이 전체의

타당성(content validity), 예측 타당성(pre-

47.1%인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dictive validity), 구성 타당성(construct

원생 25명, 전문직 11명, 서비스직 5명,

validity)이 있다. 타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사무직 14명, 공무원 2명, 가정주부 1명,

편리한 방법은 요인분석으로, 도출되는

기타 16명으로 나타났다. 20대와 대학생

항목들을 요인별로 묶어서 예측력이나 설

의 응답이 많은 것은 연구자의 나이 및

명력을 확인하는 것이다(채서일, 2006).

직업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신뢰성(Reliability)은 유사하거나 동일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성별

내용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남자

71

50.7%

대학생

66

47.1%

여자

69

49.3%

대학원생

25

17.9%

합계

연령

구 분

140

100%

전문직

11

7.9%

만 19~22세

37

26.4%

서비스직

5

3.6%

만 23~26세

64

45.7%

사무직

14

10.0%

만 27~30세

30

21.5%

공무원

2

1.4%

만 31~34세

7

5.0%

가정주부

1

0.7%

만 34세 이상

2

1.4%

기타

16

11.4%

140

100%

140

100%

합계

직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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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인적재량은 0.799부터 0.877까지 적절하

반복적으로 측정 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게 추출되었고, Cronbach’s  값이 0.900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으로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속도감에 대

서 신뢰성이란 측정하는 개념을 얼마나

한 측정항목은 4가지의 측정항목 모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측정하는가 하

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적

는 것이다. 신뢰성은 안정성(stability),

재량은 0.854부터 0.927까지 적절하게

일관성(consistency), 예측 가능성(predict-

추출되었고, Cronbach’s  값이 0.957로

ability), 정확성(accuracy), 의존가능성(de-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실재감에 대한 측

pendability)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항목은 4가지의 측정항목 중 2가지의

(채서일, 1997).

측정항목만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량은 0.734와 0.828로 적절하게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주성분 분석

추출되었고, Cronbach’s  값이 0.797로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관여도에 대한 측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정항목은 20가지의 측정항목 중 3가지

개별 문항 내에서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

의 측정항목만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

값(eigenvalue) 1.0 이상인 요인만 추출

었다. 요인적재량은 0.725부터 0.839까

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각

지 적절하게 추출되었고, Cronbach’s  값

요인과 변수와의 상관관계 계수로 일반

이 0.918 로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친

적으로 0.6 이상이고 다른 요인과 0.3정

밀도에 대한 측정항목은 4가지의 측정항

도의 차이를 보이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

목 모두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

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 해당

인적재량은 0.834부터 0.856까지 적절하

요인 및 항목만을 선별하였다.

게 추출되었고, Cronbach’s  값이 0.934로

신뢰성의 경우는 주로 내적 일관성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제품평가에 대한

(internal consistency)을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은 3개의 측정항목 모두가 하

데, 이는 주로 Cronbach’s  계수를 이용

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적재량

해 많이 검정된다. 보통 Cronbach’s α계

은 0.784부터 0.787로 적절하게 추출되

수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었고, Cronbach’s  값이 0.844로 신뢰성

높다고 판단한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도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요인분

과 같다. 먼저 통제감에 대한 측정항목

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별 항목과 신뢰성

은 5가지의 측정항목 중 4가지의 측정

검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서 확

항목만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

인할 수 있다.

정재영․박지혜

110

글로벌경영연구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Variables

통제감

속도감

실재감

관여도

친밀도

Factor items

Factor
Percent of Cronbach’s
Eigenvalue

loadings
variance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

.799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의
기능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낀다.

.854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을
제어하고 있다고 느낀다.

.877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

.828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이
내가 만지는 대로 빠르게 반응한다고
느낀다.

.854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빠르게 실행된다고 느낀다.

.927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이
내가 만지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느낀다.

.898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에서
내가 만지는 대로 기능이 신속하게
실행된다고 느낀다.

.921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이
내 삶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828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이
내 삶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한다.

.734

터치 제품은 나에게 재미있다.

.839

터치 제품은 나에게 흥미진진하다.

.776

터치 제품은 나에게 매력적이다.

.725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을
친숙하게 느낀다.

.848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을
가깝게 느낀다.

.856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에서
친근감을 느낀다.

.834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을
익숙하다고 느낀다.

.845

터치 제품은 우수하다.

.784

제품평가 터치 제품은 품질이 높다.
터치 제품은 훌륭하다.

.787
.785

3.728

41.418

.900

3.725

41.392

.957

2.263

7.301

.797

3.930

12.678

.918

4.087

13.185

.934

3.272

10.554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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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경로

3. 가설 검증

분석은 변수들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알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

아보고, 각 변수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하기 위해서 AMOS 4.0을 사용한 경로

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는 분석이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

조사에 이용된 변수들은 다수의 항목들

아보고 상호관련성을 알려주는 분석에

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인별로 변수 계산

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지만, 경로분석을

을 통해 요인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들을 동시

요인을 나누는 기준은 앞에서 실시한 요

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0)

통제감

.21(1.82)

.30(4.49)***

관여도

.44(7.74)***

실재감
(현실감)
.25(2.47)*

속도감

제품 평가

.38(6.32)***

.11(1.90)

친밀도

Chi-square = 136.968
df = 9, P = .000
GFI = .733
NFI = .507
CFI = .513
RMSEA = .320

채택된 가설
기각된 가설

[그림 2] 연구 가설 검증

<표 3>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 가설채택여부

*

제안된 경로

Estimate

C. R.

통제감 → 실재감

.207

1.822

속도감 → 실재감

.248

2.472

*

채택

실재감 → 관여도

.299

4.492

***

채택

실재감 → 친밀도

.381

6.322

***

채택

관여도 → 제품평가

.444

7.741

***

채택

친밀도 → 제품평가

.113

1.898

p < 0.05,

**

p < 0.01,

***

p < 0.001.

P

채택 여부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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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데 목적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경로분석의 목적이 요인들 사이

판단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림

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모형

2]와 <표 3>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관련성
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유의수준 0.05

H1: 제품 접촉의 통제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하에서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square = 148.792, df(Degree of free-

경로계수  = 0.207(p = 0.068), t =

dom) = 9, Probability level = .000으로

1.822이므로 H1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나타났다. 이 중에서 Chi-square는 표본

제품 접촉의 통제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수가 충분히 커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수가 140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참
고만 하였다. Probability level도 0.05 이
상이어야 적합한 모델인데 실제 구조방
정식에서는 0.05 이하인 경우도 많이 나
오므로 참고만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
정에서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대
표적인 적합도 지수에는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

H2: 제품 접촉의 속도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로계수  = 0.248(p < 0.05), t = 2.472
이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제품 접촉의
속도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H3: 실재감은 제품의 관여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tion) 등이 있다. GFI, NFI, CFI 값은 0.9
이상, RMSEA 값은 0.1 이하면 부합한

경로계수  = 0.299(p < 0.001), t = 4.492

수용기준으로 적합도가 좋은 모형이라

이므로 H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실재감

고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GFI = .733,

은 제품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NFI = .507, CFI = .513, RMSEA = .320

로 나타났다.

로 전부 수용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경로
분석을 실시한 목적이 모형의 적합성을

H4: 실재감은 제품의 친밀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인들 사이
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계수  = 0.381(p < 0.001), t = 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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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H4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실재감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은 제품의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친밀

로 나타났다.

도는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H5: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제품 평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Ⅵ. 논의 및 결론
경로계수  = 0.444(p < 0.001), t =

7.741이므로 H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제품 접촉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제품 평가에 긍정

의 통제감과 속도감이 실재감에 어떤 영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재감이 관여도
와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H6: 제품에 대한 친밀도는 제품 평가

관여도와 친밀도가 제품 평가에 어떤 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의 검증을 실
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제품 접촉의

경로계수  = 0.113(p = 0.058), t = 1.898

통제감과 실재감의 관계인 가설 1의 결

이므로 H6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제품에

과를 보면 제품 접촉의 통제감은 실재감

대한 친밀도는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가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1이 기각된 것은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6개의

아마도 본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추가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만든 항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

‘터치 제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제품의

변수로 설정했던 통제감과 속도감 중 먼

기능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낀다.’라는 항

저 제품 접촉의 통제감은 실재감에 영향

목이 요인분석 시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서 통

통제감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것 항목이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또 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 접촉의 속

른 독립변수인 제품 접촉의 속도감과 실재

도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의 관계인 가설 2의 결과를 보면 제품

나타났다. 그리고 실재감은 제품의 관여

접촉의 속도감은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도와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것이라고 예상했고, 가설은 채택되었다.

타났다. 또한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제품

이것은 빠른 반응속도가 실재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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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줘서 실재감을 통한 몰입을 이끌어

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

낼 것이라는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

중에서 평가와 구매결정이 있다는 기존

한 것이다. 세 번째로 실재감과 관여도

의 연구(Berscheid et al., 1989)가 있었지

의 관계인 가설 3의 결과를 보면 실재감

만, 친밀도를 측정한 항목이 제품에 관

은 제품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 친밀도가 아닌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

고 예상했고,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것은

용되는 친밀도의 항목이라 그런지 결과

실재감에서 느껴지는 상호작용 그 상황

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았다.

에 대한 중요성을 더 지각하게 만들어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는 예

종합해보면, 제품 접촉의 속도감은 실재

상을 증명한 것이다. 네 번째로 실재감

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친밀도와 관여

과 친밀도의 관계인 가설 4의 결과를 보

도에 영향을 미치며, 관여도는 제품 평

면 실재감은 제품의 친밀도에 영향을 미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가설은 채택되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

다. 이것은 Short et al.(1976)의 연구에서

적,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친밀감과 실재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기술의 발달과 마케팅 트렌드와 더불어

이 있고, 친밀감 수준에 공헌하는 요소

많은 터치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

로 사회적 실재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만, 그에 해당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

했던 그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정이고, 어떤 요소들이 터치 제품을 평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관여

가하고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도

도와 제품평가와의 관계인 가설 5의 결

또한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과를 보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제품평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터치 제품에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상했고,

연구했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것은

Petty and Cacioppo(1981)의 선행연구에

본 연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

서도 볼 수 있듯이 제품의 관여도는 제

점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품의 평가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존의

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자한다. 첫 번째로 이 연구의 대상자의

지막으로 친밀도와 제품평가와의 관계

기준인 터치 제품 사용에서 제품에 따라

인 가설 6의 결과를 보면 제품에 대한

연구에 대한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밀도가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창기의 터치 제품과 최신 터치 제품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설은 기각

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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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제품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만족과 불만족이 본 설문에 적용되었고,

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총 20개의 항목

그로 인해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

중 3개만 관여도의 요인으로 나타났는

되었다. 향후 연구에는 설문 항목에서 어

데, 이는 기존 항목을 우리말로 바꾸는

떤 터치 제품을 사용하는지 추가하고, 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품별로 집단 간의 분석을 실시하면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학식(199)

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

의 연구에서 기존 PII 항목 중 영어로는

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통제감, 속도감

다른 단어지만 사실상 우리 말로 번역했

의 항목이 거의 없어서 항목을 본 연구

을 때는 의미가 매우 유사해서 우리말로

에 맞게 만들어서 실시하였는데, 이것으

는 적절하게 다른 표현으로 번역할 수

로 인해 통제감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

없었던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12항목을 번역하

도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

여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어서 본 연구자가 항목을 개발하여 설문

원래 항목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몇 개의

을 실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목은 제외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더 정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조사

확한 항목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상당히 만족스러

생각한다. 터치 제품의 핵심 속성은 통제

운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

감과 속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리말에 맞춰서 이 12항목으로 관여도에

의 터치 제품의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했

대한 측정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

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

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번째로 터치

하게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제품의 사용유무 측면이었다. 폐기한 설

세 번째로 친밀감에 대한 항목을 좀 더

문지 중 터치 제품의 사용경험이 없다는

정확한 항목들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4~50대였다. 그리고

고 생각되었다. 친밀도를 측정한 항목이

본 설문에 이용된 응답자 중에서도 본인

대인관계에서 활용되는 친밀도의 항목

소유의 터치 제품이 아닌 타인의 것을

이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

사용해본 경험으로 응답을 한 사람도 있

이 든다. 브랜드 친밀에 관한 항목들을

었다. 이것은 터치 제품이 이슈를 불러일

찾아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

으키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

네 번째로 관여도를 측정한 항목들을 좀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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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터치 제품의 핵심 속성들에 대한 연

리학학회지｣, 제19권, 제1호(2000),

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pp.161-177.

터치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

[7] Ajz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도록 하고, 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의 핵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심 속성에 대한 기능을 강조하고 그 부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분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치면 좋겠다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

는 생각이 들었다.

ogy, Vol.32, No.4(2002), pp.665-683.
[8] Antil, J.H.,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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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Product Haptic Sensitivity
and Velocity on Produ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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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e belong to our modern lives, the sensibility stimulation among the most basic
functions works in our whole parts of every single day. The marketers had recognized
throughout the importance of the sensibility; especially there are continuously a huge
of latest releases with the great sense of touch, but no where any professionals studied
hard about the effects of sensibility on the evaluation of the products through any
routes.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how the sensitivity and the velocity affect when
using the new products presence, involvement, intimacy and product evaluation. In this
research only the people having chances to use with the touch products answered on
the survey, and all the data from the collected papers show into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throughout SPSS 12.0 version. Also, there has
been using path analysis with AMOS 4.0 to verify a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below. It is rejected that there is a hypothesis between sensitivity
and velocity set up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to affect the sensitivity of touch product to the velocity. But the velocity of the touch products has an effect into the
presence. And the presence influences into involvement of the products and intimacy.
More, the involvement of the products points at positive aspects on the product
evaluation. However, it is rejected the hypothesis that the intimacy of the products
looks at good effect on product evaluation. Likewise, velocity affects presence. It also
means the involvement of the product and intimacy, so the involvement affects the product evaluation. Thus, this research offers that it is significant to establish marketing
strategy from the marketers who bring out positive evaluation on touch product to figure out the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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