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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제품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제

품 출시 전략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은 프리어

나운싱(preannouncing)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들 제

품에 대한 특성, 가격, 출시 시기, 경쟁제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리는 마케팅 활동이다(Eliashberg & Robertson,

1988). 특히 스마트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태블

릿 PC 등)들과 자동차 산업에서 프리어나운싱

전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헌수,

2003). 이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첨단 기능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

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리어나운싱을 통

해 향후 출시될 제품에 대한 정보와 특성을 미

리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 관심과 경쟁사와 유

사한 제품의 구매를 지연시켜 신제품에 대한 수

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프리어나운싱을 통해 알려지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의 미디어를 통해 기사화된 정보를 탐색하여

습득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프리어

나운싱 메시지 중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활성화시켜 최종 구매와 관련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프리어나운싱 제품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에 대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프리

어나운싱 메시지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초기 판단을 한 후 선택적으로

정보들을 기억 속에 저장할 것이다. 이 후 최종

구매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는 기억 속에 저장한

이들 정보들에 대해 기억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

리게 된다. 이에 프리어나운싱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어떠

한 제품 정보들을 기억한 후 판단에 영향을 미

치는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제품과

관련한 요인과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연구로 치중되어왔다(정

헌수, 2001). 그러나 기업의 프리어나운싱 전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태도를 형성시켜 최종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떠한 정보들을 어떻게 기억하여 최종 구매 판

단을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프리어나운싱 전략에 있어 기업들

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제품 출시시기

와 관련한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개념이

다. 즉, 프리어나운싱 후에 실제 제품의 츨시 시

기를 가까운 미래에 출시하느냐, 아니면 먼 미래

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3년 간 스마트폰

의 프리어나운싱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은 프리어나운싱 후 평균 6개월 정도에 제품

이 출시되고 있으며, 애플의 스마트폰은 1개월

이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Trope와 Liberman

(2000)은 시간적 해석 수준에 있어 가까운 거리

의 경우 맥락적이며 제품의 구체적이고 표면적

인 속성 정보들을 평가하는 반면 먼 거리의 정

보가 제시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하여 비맥락적이며 추상적인 인지와 판단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프리어나운싱 제

품의 출시 시기와 관련한 시간적 간격(거리)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억과 판단에 있어 정보처리

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프리어나운싱 전략에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의 차이는 시간적 거

리에 따라 구매 판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리어나운싱 전략의 핵심은 결국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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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구매 판단을 통해 경쟁 제품의 구매를

지연시키거나 자사 제품에 대한 판단 효과를 통

해 최종 구매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

이 해당 제품에 대한 개인적 특성 변인(관여도,

지식, 조절초점 등)의 다양한 조절 효과에 대한

차이를 통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기억과 판단의 기억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사전

지식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Keller, 1987). 소비자 개인의 제품에 대한 지식

수준의 차이는 정보처리의 탐색과정과 평가 및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출시 시기와 관련한 시간적 거리(가까운 시기에

출시/ 먼 시기에 출시)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에 따라 기억하는 정보가 차별적

으로 나타나 최종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러나 프리어나운싱 관련 선행연구들은

제품, 기업, 소비자 특성 등에 대한 효과에 있어

태도적인 관점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다(Su &

Rao, 2007; Sattler & Schirm, 2002; Zang & Su,

2011; 나준희 등, 2007; 서문식 등, 2011). 실재

소비자들은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후 바로 구매하기 보다는 해당 정보들을

기억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구매 시점에 최

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억 효과는 매우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프리어나운싱 전

략 수립에 있어 시간적 거리와 제품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어떠한 정보들을 기억하여 최종 구

매판단 및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프리어나운싱 전략과 시간적 거리

프리어나운싱(preannouncing)전략은 제품을 출

시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이나 유통업자 등 이해

관계 집단들에게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품

특성, 품질, 출시 시기 등)를 공식적으로 제공하

고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활동이다(Eliashberg & Robertson, 1988).

2000년 초·중반까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로

사용한 전략이었으나 이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동차, 영화 등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

한 산업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송용태,

2008). 최근에는 기술의 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IT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최첨단 하

이테크 기술을 앞세워 잠재 고객 및 이해 관계

자들에게 제품의 구매 판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거나 경쟁 제품의 구매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가 이미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

서는 이러한 프리어나운싱 전략을 통해 자사 제

품의 차별화된 특성과 출시 시기 등을 미리 알

려 경쟁 제품의 수용이나 구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nd & Mahajan , 1987).

기업들의 이러한 프리어나운싱은 제품, 기업,

소비자 특성과 관련된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lly &

Walters, 1997; Zang & Su, 2011). 첫째, 제품 요

인은 결합성, 수익성, 혁신성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와 Rao(2007)는 신

제품의 프리어나운싱이 기존 제품과의 결합성이

높으면 프리어나운싱 시점을 늦게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수익성이 높은 제품은 반대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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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나운싱 시점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문식 등(2011)은 혁신

의 연속성에 따라 성능이나 기능과 같은 연속적

혁신제품의 경우 이성적 소구에 비해 감성적 소

구를 통한 전략이 효과적이나 새로운 기능을 통

한 불연속성 혁신제품의 경우 이성적 소구를 통

한 프리어나운싱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

견하였다. 둘째, 기업 요인에 있어 신뢰성과 명

성이 높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프리어나운싱

전략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Sattler & Schirm, 2002).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시장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

의 프리어나운싱의 시점은 늦게 잡는 것이 효과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ohli, 1999; Su &

Rao, 2007). 셋째, 소비자 요인에 있어 Zang과

Su(2011)는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

의 친숙도가 높으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리어나

운싱 요인 중에서 제품과 기업 요인에 비해 소

비자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기업의 프리어나운싱 전략은 궁극적으로 소

비자들에게 태도의 변화와 구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

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기억

하여 최종 구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

리어나운싱 전략에 있어 제품이나 기업 차원이

아닌 소비자들의 기억에 근거한 판단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들은 프리어운싱 후에 제품을 언제 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프리어나운싱 실행에 앞

서 제품 출시를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출

시하느냐와 관련된 시점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

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프리어나운

싱 실행 후 제품 출시 시점에 대한 전략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어나운싱 후 평균 4개월 ∼ 6개월 후에 제

품을 출시한 반면, 애플의 경우 1개월 이내 제품

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같은 모바일

산업에 있어서도 제품출시와 관련한 프리어나운

싱의 시간적 간격(거리)에 대한 전략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최근 프리어나운싱의

시간적 거리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면

서 소비자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양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나준희 외 2007; 서

문식 외 2011). 기업에서도 프리어나운싱의 시간

적 거리(temporal distance)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제품 구매 판단에 있어 구매를 유보하

거나 지연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 행동과 시간적 거리에 대한 관계는

Trope와 Liberman(2003)의 해석수준이론

(Construal Level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이

는 개인의 인지적 해석 수준에 따라 심리적으로

먼 것은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해석을 하며, 심

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구체적이고 저차원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심리

적 거리 중에서도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먼 미래의

행동에 있어서는 높은 해석 수준을 하여 추상적

인 표상에 대해 해석하고, 가까운 행동에 대해서

는 낮은 해석 수준을 하여 구체적인 표상에 대

해 해석한다고 하였다(Trope & Liberman,

2003). 이는 시간적 거리가 먼 미래의 조건이 제

시되면 소비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하여 비맥락적이고 추상적인 인지를 하여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하는 반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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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조건이 제시되면 맥락적이며 구체적인

인지 행동을 하여 하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관

찰되었다(Trope, Liberman & Walkers, 2007;

Todorov et al., 2007; Bilgin & Brenner, 2008).

결국, 먼 미래의 정보가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 등의 정보에 있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상

위 수준의 해석을 하나 가까운 미래의 정보가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

정보와 같은 하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 조건은 신제품 프리어

나운싱 전략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규 자동차가 프리어나운싱을 통해 8개월 후에

출시 예정(먼 미래 조건)이라고 하면, 소비자들

은 자동차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차원인 ‘행복’, ‘시간적 여유’, ‘여행’ 등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하여 구매 판단을 할 가능

성이 높다. 반면, 1개월 이내 출시 예정(가까운

미래 조건)이라고 프리어나운싱을 하면, 소비자

들은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제품의 속성 정보(디

자인, 마력, 토크, 연비, 성능 등)와 같은 하위 수

준의 해석을 통해 구매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2. 기억에 근거한 판단과 지식의 역할

Tversky와 Kahneman(1973)의 기억(memory)

과 판단(judgment) 간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들

두 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eyth-Marom & Fischhoff, 1977;

Combs & Slovic, 1979; Gabrielcik & Fazio,

1984). 특히 초기에 이루어지는 판단(initial

judgment)이 최종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lston, 1980; Wyer). 결

국, 소비자들은 최종 구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보 자극이 이루어지는 부호화(encoding) 시점

에 초기 판단을 한 후 이들 정보를 기억하여 최

종 구매 시점인 인출화(retrieval) 시점에 기억한

정보들을 인출하여 최종 구매 판단을 하는 기억

정보처리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억에 근거한 판단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정보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

는지와 관련된 부호화와 이들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들을 어떻게 인출하는지와 관련된 인출화

과정 모두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억에 근거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

은 부호화 시점에 어떠한 정보들을 저장하며, 이

들 기억 정보들 중에서 가장 잘 인출되는 기억

정보는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크

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Kardes,

1986; Keller, 1987; Mick, 1992; 한광석, 2009).

선행 연구들은 이 두 기억 정보의 개념은 동일

하나 용어의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한광석, 이

종민(2009)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기억 정보의 두 가지 유형을 ‘종합․평가적인

기억정보(Global evaluative memory

information)’와 ‘개별․비평가적인 기억정보

(Discrete factual memory information)’

첫째, ‘종합․평가적인 기억정보’는 부호화 시

점에 제품과 관련된 여러 속성 정보들에 대해

인지 반응 형태로 기억 속에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연비, 디자인, 마력,

토크 등과 같은 정보들을 살펴 본 후 인지적 판

단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요약하여

‘이 자동차는 매우 좋다’와 같은 태도가 형성되

어 기억 속에 저장된다. 이에 자동차 성능과 관

련된 속성 정보들을 기억하기 보다는 ‘좋다’와

같은 태도적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종합적

인 기억정보들은 기억 구조의 깊은 수준에 저장

되어 오래 기억에 남으며 구매 판단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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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 쉽게 인출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별․비평가적인 기억정보’는 부호화

시점에 제품과 관련된 여러 속성 정보들에 대해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 없이 개별적으로 기억에

저장된다. 앞선 예와 같이 자동차의 연비, 디자

인, 마력, 토크 등과 같은 정보들을 세세히 인지

적 노력 없이 기억 속에 저장한다. 이처럼 개인

의 인지적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정보들을 쉽게 입력을 하지만 구매판단 시점에

는 이들 정보들을 인출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한광석, 2011).

소비자들은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부분

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판단하

게 된다. 특히 프리어나운싱에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의 시간적 간격(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

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까지 상당

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에 저장된 정보

를 강하게 의존하는 기억에 근거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억에 근거한 판단은 앞서 부호화 과정을 통

해 차별적으로 기억된 두 가지 형태의 기억 정

보들이 인출화 시점에 기억에 근거한 판단을 하

기 위하여 종합화되어 기억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과 개별적인 판단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

거나 통합적으로 해석되어 구매 판단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기억에 근거한 종합판단(Global

memory-based judgment)’은 부호화 시점에 저

장된 ‘종합․평가적인 기억정보’들이 구매 판단

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통합된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에 근거한 개별판단(Discrete

memory-based judgment)’은 부호화 시점에서의

‘개별․비평가적인 기억정보’들이 구매 판단이필

요한 시점에 통합적으로 요약되어 기억에 판단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개별적이고 비평가적인 속성들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억에 근거한 판단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

은 동기 및 능력 변인의 매개 효과 또는 조절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황윤용,

나광진, 2002). 동기 변수로 가장 주목받는 변수

는 관여도이며, 능력 변수는 제품에 대한 사전지

식, 전문성, 친숙성 등이다. 최근 기업들의 프리

어나운싱 제품을 살펴보면 주로 자동차, 스마트

폰, 태블릿 PC, 가전 제품 등 고관여 제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관여

도는 제품 관여도 뿐 아니라 지속적 관여도, 상

황적 관여도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모든 관여

도를 포괄하면 실험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보다는 능력적 관점인 제

품 사전 지식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들은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기억하

는 정보 뿐 아니라 판단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억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소비자들

은 정보에 접근하여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전 지식에 의해 유용

한 정보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여 판단에

활용한다. 이종민(2000)의 연구에서는 관여도나

지식이 낮은 경우 기억과 판단 효과에 있어 ‘기

억에 근거한 개별판단’보다 ‘기억에 근거한 종합

판단’이 제품에 대한 태도나 구매에 긍정적인 영

향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반면, 관여도나 지식이

높은 경우 ‘기억에 근거한 종합판단’과 ‘기억에

근거한 개별판단’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

거나 후자의 판단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태도나

구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Stayman과 Batra(1991)는 관여도에 따른 기

억과 판단 효과에 대해 고관여 조건에서 개별적

이고 비평가적인 기억 정보들을 통합하고 처리

하고자 동기화가되어 기억에 근거한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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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보다 진단적으로 평가하여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품에 대

한 사전지식 수준이 낮으면 기억구조에서 인지

적 노력이 적어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종합·평가

적인 기억정보’를 통합하여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높으면 구매

판단을 위한 인지적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 ‘개

별·비평가적인 기억정보’가 가장 먼저 인출되어

통합된 ‘개별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가설 설정

본 연구는 프리어나운싱의 시간적 거리와 제

품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

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과 개별적인 판단 간의

차이와 구매의도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억과 판단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인지적 과

정 차원에서 발생하는 제품 평가는 종합적인 제

품 판단과 개별적인 제품 판단으로 구분하고 있

다(Kardes, 1986; Keller, 1987; Mick, 1992; 한광

석, 2009). 또한 김민정 등(2012)의 연구에서는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하는 소비자들은 종합적인

기억정보를 통해 제품판단을 하며, 체계적 정보

처리를 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기억정보를

통해 제품판단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광

석, 이종민(2009)은 제품 속성과 관련된 정보들

은 인지적 판단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요약한 태도적 형태로 기억하게 된다 이후

구매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정보들이 통합

되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품

속성 정보들을 인지적 판단 없이 개별적으로

기억하여 구매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는 통합되

어 개별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Trope와

Liberman(2003)의 시간적 거리에 대입을 하면

프리어나운싱 메시지가 현시점을 기준으로 먼

미래에 출시되면 추상적이고 종합적인 기억정보

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여 구매판단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한 출

시 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출시된다면 소비자들

은 구매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맥락적 정보와 관련된 속성정보들

을 기억하여 판단에 활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구매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별적이고

비평가적인 속성 정보에 대한 기억정보가 통합

되어 종합적인 판단보다는 개별적인 판단을 중

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먼 미래 조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가까운

미래에서의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가설 1-1>부터 <가설 1-3>은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에 따른 주

효과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 차이와 구매

의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1: 프리어나운싱의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는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 개별적인 제품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프리어나운싱의 먼 미래 조건에서는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 종합적인 제품판단이 높

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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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프리어나운싱의 먼 미래 보다는 가까

운 미래 조건에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

다.

프리어나운싱의 제품 평가와 판단에 있어 시

간적 거리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소비자 개인의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에 의 판단이나 구매

의도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Park과 Hastak(1994)은 관여도에 의한 조절 효

과에 있어 고관여된 소비자들은 개별적이고 비

평가적인 기억정보들을 통합하여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속성 정보들에 의해 개별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였다. Stayman과 Batra(1991)도 관여

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이고 비평가적인

기억 정보들을 통합하여 처리한 후 제품에 대한

속성정보들에 대해 동기화되어 구매 판단에 영

향을 미치고 더 진단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들의 관여도

수준에 의한 판단 효과에 대한 결과였으나 프리

어나운싱 메시지에 있어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판단 효과에 대한 결과는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

합해보면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에 대한 제품 사

전지식 수준이 높으면 종합적인 판단에 비해 개

별적인 판단에 보다 동기화되고 구매의도도 높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반면,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낮으면 개별적이고 비평

가적인 기억정보에 의한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종합적이고 평가적인 기억정보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동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가

설 2-1>부터 <가설 2-3>은 프리어나운싱 메시

지의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주효과

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 차이와 구매 의도

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에 대한 제품 지

식수준이 높으면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는 개별

적인 제품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에 대한 제품 지

식수준이 낮으면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는 종합

적인 제품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에 대해 고지식

조건이 저지식 조건에 비해 구매의도가 높게 나

타날 것이다.

<가설 3-1>과 <가설 3-2>는 프리어나운싱의

시간적 거리와 사전지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 효과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Meyers-Levy와 Maheswarm(2004)는 휴리스

틱-체계적 정보처리 모델(Heuristic Systematic

Model)를 통해 소비자 정보처리 모형과 관련지

어 해석하였다. 체계적 정보처리를 하는 소비자

들은 제품의 속성 정보와 같은 진단적인 정보를

면밀히 판단하는 성향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지

식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성향은 더욱 더 강

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휴리스틱 정보처

리를 하는 사람들은 판단에 있어 지각된 메시지

를 통해 간단히 결정하는 성향이 있으며, 보다

긍정적이고 쾌락적이며 추상적인 결정을 통해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Higgins, 1998). 결국,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우면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인지 행동을 통해 해석하기 때문에 체계적 정보

처리를 하며,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성향을 크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프리어나운싱 메시지

의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비맥락적이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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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인지를 하는 휴리스틱 정보처리를 하며,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에

게서 이러한 성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프리어나운싱의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고지식인 소비자들은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는

개별적인 제품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 프리어나운싱의 먼 미래 조건에서 저

지식인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는 종

합적인 제품판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적 거

리(가까운 미래/ 먼미래)와 사전지식(고지식/ 저

지식)에 따라 인출화 시점에 기억에 근거한 판단

과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피

험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

였다.

이에 본 실험은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

적 거리(가까운 미래 vs. 먼미래)와 사전지식(고

지식 vs. 저지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2X2

피험자간 요인설계를 하였다. 종속변인은 기억에

근거한 판단의 두 가지 유형(① 종합적인 제품판

단(Gpj:Globa product judgment/ ② 개별적인 제

품판단(Dpj:Discrete product judgment)과 구매

의도로 설정하여 독립변인에 따른 주효과와 상

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은 Two-Way MANOVA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인들이 두 가지 이상이고 이

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전제될 경우에는 종속변

인들에 따라 ANOVA분석을 여러번 반복할 경우

데이터의 손실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MANOVA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통계분석으로 알려져 있다.

2. 사전조사 및 제품선정

최근 기업들의 프리어나운싱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동차,

DSLR카메라 등이다. 피험자인 대학생들이 관심

이 있으면서 지식 수준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

는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대학생 8명과의 표적

집단면접(FGI)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조건에 충

족한 가장 타당한 제품은 스마트 폰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태블릿 PC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았다. 그러나 실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국내외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프리어나운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피험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들이 노출되어 자칫

가상의 브랜드로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실험 조

작에 있어 내적 타당도가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

성이 있다. 이에 태블릿 PC제품을 최종 실험 대

상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차 사전조사

를 통해 태블릿 PC의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기억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개별적인 제품 판단을 위해서는 피험자들이 태

블릿 PC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정보가 무

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 속성 정보

들에 근거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CPU(중앙처리장치)’, ‘디스플레이 해상도’, ‘카메

라 성능’, ‘배터리 성능’, ‘휴대성’, ‘내장 메모리’,

‘3D 영상처리 기능’, ‘Adobe Flash 지원’, ‘가격’

이 주요 속성 정보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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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토대로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조작을

구성하였다.

3. 실험물 조작

실험 광고물 조작은 <그림 1>과 같이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실제 일간지(중앙일보)에 태

블릿 PC의 프리어나운싱 기사로 구성하였다. 또

한 최근 프리어나운싱은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가상의 브랜

드인 ‘X-Slate 10.1'과 ‘Pad-A 10.1'에 대한 비교

기사 형태로 구성하였다.

프리어나운싱의 시간적 거리 조작을 위해 최

근 3년 간의 태블릿 PC 제조사들의 프리어나운

싱 기사들을 참조하여 가장 일반화하기 위한 시

간적 간격을 찾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삼성 브랜드의 경우 프리어나운싱 후 평균

6개월 후에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미국 애플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가까운 미래는

프리어나운싱 후 1개월 후에 제품이 출시된다고

조작하였으며, 먼 미래는 프리어나운싱 후 6개월

후에 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이러

한 시간적 거리에 따른 조작 검증을 7점 척도(가

깝게 인식할수록 1점, 멀게 인식할수록 7점) 로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3.94,

df=174, p<.01). 이에 시간적 거리에 따른 조작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

해 밝혀진 태블릿 PC의 9가지 속성 정보들에 대

한 특성 등을 기사화하여 조작하였다.

<그림 1>실험물 조작

4. 실험절차 및 측정

실험은 부호화(encoding) 시점에 실험 자극물

이 보여지기 전에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을 측정

하였다. 사전지식은 태블릿 PC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12개의 문항의 5지선다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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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피험자들이 정답을 몰라 임의적으로 선

정하지 못하게 5번 항목에 ‘모름’을 추가하였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코딩한 후

12점 만점에 피험자들의 정답수의 중앙값을 기

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피험자들을 제외한 후 고

지식과 저지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52명의 피

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22명을 제외한 23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제품 사전지식의 평균은 5.49(표준편차:

2.21)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은 5점이었다. 중앙값

5점에 해당하는 38명의 피험자를 제외한 후 192

명의 피험자들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192명의 피험자들은 천안에 소재

한 대학생으로 남성 82명(42.7%), 여성 110명

(57.3%)으로 분포되어 있다. 최종 사전지식 분석

결과 고지식에는 107명, 저지식에는 85명의 피험

자들이 선정되었다.

부호화 시점에 사전지식 측정 후 실험물 자극

이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에게는 국내 출시 예정

인 어느 기업의 태블릿 PC에 대한 프리어나운싱

기사임을 설명 한 후 기사를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살펴볼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순수한

기억에 근거한 자극이 이루어지기 위해 의도적

으로 기사 중간에 오타를 만들어 찾도록 하는

방해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순수한

기억에 근거한 판단을 수행하도록 한 후 실험물

자극을 종료하였다. 이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기억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인출화를

두 번째 실험이 진행되었다.

인출화 시점에 피험자들은 종합적인 제품 판

단과 개별적인 제품판단과 관련한 7점 척도 문

항과 구매의도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인 제품판단(Gpj: Global product

judgment)은 종합적이고 평가정로 기억된 정보

들이 판단시점에 다시 통합된 것이다. 이에 인지

적인 제품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척도 항목을

구성하였다. 종합적인 제품판단은 Keller(1987)가

사용한 척도를 변형하여 5문항 7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내가 떠올린 이 제품은 ① 믿을 만하다.

② 품질이 좋을 것 같다. ③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 ④ 호감이 간다. ⑤ 신뢰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제품판단(Dpj: Discrete product

judgment)은 개별적이고 비평가적인 기억정보들

이 파난 시점에 다시 통합된 것이다. 본 연구는

Fishbein(1974)의 다속성 태도 모형의 측정 문항

을 수정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밝혀진 태블릿 PC

의 5가지 속성 정보(CPU, 카메라 성능, 배터리

성능, 휴대성, 출시일)들에 따라 이들 정보들이 얼

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전혀 중요하지 안하다∼매우 중요하다).

구매의도는 인출 시점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로 Baker와 Churchil(1977)이 사용한 3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구매할 의도가 있다/ 매장

에서 우연히 본다면 구매하겠다/ 구매를 위해 이

제품이 어디 있나 찾아보겠다).

Ⅴ. 연구결과

본 연구는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적 거

리(가까운 미래 vs. 먼 미래)와 제품에 대한 사

전지식 수준(고지식 vs. 저지식)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종합적인 제품판단, 개별적인 제품

판단)과 구매의도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Two-Way

M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각 종

속변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가설 검증에 앞서 <표 2>의 MANOVA 분석

결과,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거리(가까운

미래 vs. 먼 미래)에 대한 주효과는 Wilks'

Lambda값이 .79(F=15.71, df=3, p<.0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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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시간거리 사전지식 평균 표준편차 N

Gpj

가까운 미래

저지식 4.52 0.99 25

고지식 4.20 1.13 41

Total 4.32 1.08 66

먼 미래

저지식 5.25 0.90 60

고지식 4.73 0.92 66

Total 4.98 0.94 126

Total

저지식 5.04 0.98 85

고지식 4.53 1.03 107

Total 4.75 1.04 192

Dpj

가까운 미래

저지식 4.81 0.95 25

고지식 4.87 0.89 41

Total 4.85 0.90 66

먼 미래

저지식 2.93 1.41 60

고지식 5.36 0.97 66

Total 4.20 1.70 126

Total

저지식 3.48 1.54 85

고지식 5.17 0.97 107

Total 4.42 1.51 192

구매의도

가까운 미래

저지식 4.26 1.00 25

고지식 3.81 1.01 41

Total 3.98 1.02 66

먼 미래
저지식 4.21 1.07 60

고지식 4.85 1.14 66

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저지식 vs. 고지식)에

대한 주효과 역시 Wilks' Lambda값이

.74(F=21.24, df=3,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독립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Wilks' Lambda값이

.78(F=16.54, df=3,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후적인 ANOVA 분석을 통해 통계

적인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프리어나

운싱의 시간적 거리(가까운 미래 vs. 먼 미래)에

대한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인

Gpj(F=17.6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pj(F=16.25, p<.01)

와 구매의도(F=8.80, p<.05)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저지식 vs. 저지식)

의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인

Gpj(F=7.67 p<.05)와 Dpj(F=52.00, p<.01)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구매의도

(F=0.3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거리와 사전지식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의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인 Gpj(F=0.46, p>.05)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Dpj(F=46.79,

p<.01)와 구매의도(F=10.41 p<.01)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조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표 1> 종속변인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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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54 1.15 126

Total

저지식 4.22 1.04 85

고지식 4.45 1.20 107

Total 4.36 1.13 192

<표 2> MANOVA와 ANOVA 분석

주효과

MANOVA ANOVA(F값)

Wilks'

Lambda
F값 d.f. Gpj Dpj 구매의도

시간거리

(근미래vs.먼미래)
.79 15.71** 3 17.66** 16.25** 8.80*

사전지식

(고지식vs.저지식)
.74 21.24** 3 7.67* 55.00** .33

시간거리X사전지식
.78 16.54** 3 .46 46.79** 10.41**

Note : *p<.05, **p<.01

먼저, <가설 1-1>부터 <가설 1-3>은 프리어

나운싱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에 따른 각 종속변

인의 주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설 1-1>은

가까운 미래의 경우 종합적인 제품판단(Gpj)보다

개별적인 제품판단(Dpj)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가설 검증 결과 프리어나운싱 메시지가 가까

운 미래인 경우 Gpj(M=4.32, SD=1.08)에 비해

Dpj(M=4.85, SD=0.97)가 높게 나타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가설 1-2>는 먼 미래의

경우 개별적인 판단보다 종합적인 제품판단이

높게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가설과

상반되게 프리어나운싱 메시지가 먼 미래인 경

우 Dpj(M=5.10, SD=1.12)가 Gpj(M=4.56,

SD=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1-2>

는 기각되었다. <가설 1-3>은 먼 미래에 비해

가까운 미래에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가설과 상반되게 먼 미래

(M=4.54, SD=1.15)가 가까운 미래(M=3.98,

SD=1.02)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1-3>도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1>부터 <가설 2-3>은 프

리어나운싱 메시지에 대해 제품의 사전지식 수

준(고지식/ 저지식)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

과 구매의도 간의 주효과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다. <가설 2-1>은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해 고

지식 집단의 경우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는 개

별적인 제품판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

설 검증 결과 고지식 집단의 경우 종합적인 제

품판단(Gpj)보다 개별적인 제품판단(Dpj)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Gpj(M=4.53,

SD=1.03)에 비해 Dpj(M=5.17, SD=0.97)가 높게

나타나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가설 2-2>

는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해 저지식 집단의 경

우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는 종합적인 제품판단

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저

지식 집단의 경우 개별적인 제품판단(Dpj)보다

종합적인 제품판단(Gpj)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

타났다. 즉, Dpj(M=43.48, SD=1.54)에 비해

Gpj(M=5.04, SD=0.98)가 높게 나타나 <가설

2-2>도 지지되었다. <가설 3-3>은 프리어나운

싱 메시지에 대해 고지식 집단이 저지식 집단에

비해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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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 검증 결과 고지식 집단의 구매의도

(M=4.45, SD=1.20)가 저지식 집단의 구매의도

(M=4.22, SD=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3-3>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3-1>과 <가설 3-2>는 프

리어나운싱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와 사전지식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규명하고자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은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고지식 집단의

소비자들은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는 개별적인

제품판단을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

설 검증 결과 프리어나운싱 제품의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고지식 집단의 경우 개별적인 제품판

단(M=4.20, SD=1.13)이 종합적인 제품판단

(M=4.20, SD=1.13)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이에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가설 3-2>는 프리

어나운싱 메시지의 먼 미래 조건에서 저지식 집

단의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는 종합

적인 제품판단을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가설 검증 결과 프리어나운싱 제품의 먼 미

래 조건에서 저지식 집단의 경우 종합적인 제품

판단(M=5.25, SD=0.90)이 개별적인 판제품단

(M=2.93, SD=1.41)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이에

<가설 3-2>도 지지되었다.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업들의 프리어나운싱 전략에 있

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시간적 거리(가까운 미래

/ 먼 미래)와 사전지식 수준(고지식/ 저지식)에

따라 기억에 근거한 판단(종합적인 제품판단/ 개

별적인 제품판단)과 구매의도 간의 차이가 어떻

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프리어나운싱과 관

련한 정보에 자극을 받아 탐색한 후 이들 정보

들을 기억하여 최종 구매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

에 기억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기억에 근거한 판단의 유형을 종

합적인 제품판단(Gpi: Discrete product

judgment)과 개별적인 제품판단(Dpj: Discrete

product judgment)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종합적인 제품판단은 “이 태블릿 PC는 이러 저

러한 제품 기능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제품 인 것

같아”와 같이 제품의 개별적인 속성 정보들에 개

한 인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기억된 정보들이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통합된 것이다. 반면,

개별적인 제품판단은 프리어나운싱 제품의 개별

적인 속성 정보들에 인지적인 평가과정 없이 그

대로 기억 속에 저장하여 판단 시점에 이러한

정보들의 통합된 정보들이다. 실제 기업들의 프

리어나운싱 정보들에게 대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기억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근거한 판

단 효과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규

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와 실무적인 시사점에 대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어나운싱의 시간적 거리의 주 효과

에 따른 기억에 근거한 판단과 구매의도간의 차

이는 일관되게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 개별적인

제품판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의도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프리어나운싱 제품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종합적인 판

단보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시 시기가 임박하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편익과 혜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맥락적이며 구체적인 속성

정보들을 기억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프리어나운싱 제품이 먼

미래에 출시된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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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멀다고 인식하여 비맥락적이며 추상적인 인

지 활동으로 인해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 종합적

인 제품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개별적 판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

다. 심지어 개별적인 제품 판단의 효과는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에서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

다. 결국, 본 연구에서 프리어나운싱 제품의 시간

적 거리는 기억에 근거한 판단 효과에 있어 일관

되게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는 개별적인 제품판

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의도의 결

과도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에 제품이 출시되

면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하여 구매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설과 상반되게 먼 미레에

서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설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제품의 혁신성 차원에서 성능 비교 때문에 기인

하였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제품은 태

블릿 PC제품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이들 제품의

구매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 8가 지 요소

(CPU, 해상도, 배터리 성능, 휴대성, 메모리, 3D

영상처리 기능, Adobe Flash 지원, 가격)를 속성

정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속성 정보들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블릿 PC와 비교하여

매우 혁신성이 높게 조작되어 피험자들이 이 제

품의 출시 시기와 상관없이 제품의 성능을 높게

평가하여 이들 속성 정보들에 대한 기억 효과가

높아 개별적인 제품 판단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혁신성 수준이

높은 IT 제품과 자동차 등은 프리어나운싱 전략

에 있어 시간적 거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프리어

나운싱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제품의 비교

우위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

준의 주 효과에 따른 기억에 근거한 판단과 구

매의도간의 차이는 가설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프리어나운싱 제품에 대한 지식 수

준이 높으면 종합적인 제품판단에 비해 개별적

인 제품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

수준이 낮으면 개별적인 제품판단보다 종합적인

제품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매의도는

고지식 수준의 소비자들이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통한 태도가 구매의도로 이어져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프리어나운싱 전략을

수립할 때 타겟이 되는 주 소비자들의 관여도나

지식 수준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일반적으

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미디어

기기들과 DSLR카메라 등은 젊은 세대의 관심

뿐 아니라 일정한 지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높기 때문에 기억과 판단 효과를 증진시

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이들 제품군의 프리

어나운싱 전략은 가능한 개별적이고 비평가적인

속성과 특성 정보를 제시하여 기억을 증진시켜

이들 기억 정보들이 통합되어 최종 구매 판단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제품 판단을 위한 전

략이 요구된다. 반면, 자동차와 같이 일반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은 전문적인 지식

수준이 요구되는 정보들 보다는 휴리스틱 정보

처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평가적인 정보들을 통

해 접근하여 종합적인 제품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리어나운싱의 시간적 거리와 지

식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지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

들은 종합적인 제품 판단보다 개별적인 제품 판

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먼 미래 조건에서 지

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제품판단보

다 종합적인 제품 판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블릿 PC와 같은 제품에 있어

기억과 판단 효과를 통한 프리어나운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거리와 제품에 사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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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

히 프리어나운싱에 있어 제품 출시 시기와 관련

하여 가까운 시기에 제품이 출시된다는 정보에

지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이 정보에 노출되면

이들은 모두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지식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

에 제품이 출시된다는 시간적 거리 개념이 이러

한 정보처리의 역할을 강화시켜 제품에 대한 속

성 정보들에 대한 기억이 상승되어 판단에 있어

개별적인 제품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면, 프리어나운싱 제품의 출시 시기가 먼 미래에

이루어지면 지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은 휴리스

틱 정보처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와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제품판단의 효과가 높

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프리어나운싱 전

략에 있어 제품의 시간적 거리의 개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지식 정보처리 개념에 따라 비평

가적인 속성 정보를 강조하여 전력을 수립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지에 대한 정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정보와 미디어 전략을 수

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프이어나운싱 전략 수립에 있어 시

간적 거리와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 변수인 제

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이들의 주

효과 뿐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프리어나운싱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행

사에 참여하기보다는 방송이나 언론, 온라인, 모

바일 등의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

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프리어나운싱 제품의 특

성과 정보를 탐색하여 어떠한 정보들을 기억하여

최종 판단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실증적으

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연

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세밀한 실험을

통해 연구 결과들을 도출할 필요성도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 변인

인 능력적 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을 활

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한 문항의 타당성 차원에서 피험자들이 정

확한 객관적 지식을 위한 측정에 응답하였는지

를 세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는 의사 능력에 대한 주관적 지식간의 상

호 관련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능력적 차원에

서 지식 수준 뿐 아니라 동기적 차원에서 관여

도의 역할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이미

실험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향후 구매의사가 당

분간 없는 경우 기억을 하는 정보 처리의 양이

차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프리어나운싱 메시지를 구

성하는데 있어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

의 특성을 너무 우세하게 강조하여 혁신성 수준

이 높게 인식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보적 비

교와 메시지 구성 때문에 시간적 거리에 대한

주효과에 있어 종합적인 제품판단보다는 개별적

인 제품 판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향

후 연구에서는 제품의 혁신성 차원에서 조절 효

과를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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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 Influence on the Memory-Based Judgement and Purchase

Intention upon Temporal Distance and Prior Kowledge in Preannouncing Strategy†

Han, Kwang-Seok
*

This study is a product launch strategy Preannouncing companies associated with temporal

distance( in the near future/ distant future) and prior knowledge level(high knowledge/ low

knowledge), the memory –based judgments(Global product judgment/ Discrete product judgment)

and the purchase intention appea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what was

discriminatory.

The study, first, Preannouncing main effect of temporal distance on judgments rememb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rchase intention and consistent global product judgment is more discrete

product judgment were higher awareness , purchase intention is higher.

Second, Preannouncing high level of product knowledge in global product judgment showed that

compared to discrete product judgment. In addition, low levels of knowledge than a discrete product

judgment that global product judgment and purchase intention shown that a high level of consumer

knowledge through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road leads to higher purchase

attitude .

Third, Preannouncing according to the temporal distance and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interaction effect results in the near future in terms of the high level of knowledge consumers

global product judgment was higher than the discrete product judgment. On the other hand, a low

level of knowledge of conditions in the distant future, consumers are more discrete product

judgment recognized global product judgment showed that high.

Key Words: Preannouncing, Temporal distance, Memory –Based Judgments, Prio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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