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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nvergence firefighter helmet attributes on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product and willingness-to-pa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convergence product is more favorable when 

conciseness, economical efficiency, and the utility value of the convergence product’s attributes 

are high, while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convergence product is less favorable when the 

perceived risk of the convergence product’s attributes is high. Second, consumer willingness-to-

pay for the convergence product is higher when conciseness, economical efficiency, and the 

utility value of the convergence product’s attributes are high, while consumer willingness-to-pay 

for the convergence product is lower when the perceived risk of the convergence product’s 

attributes is high. Based on our results, the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nvergence products. 

 

KEYWORDS: Convergence firefighter helmets (융합 소방용 안전모), Convergence product attributes (융합 제품 특성), 

Attitude toward product (제품태도), Willingness-to-Pay (지불의사가격) 

 

 

 

1. 서론 

 

‘융합 (컨버전스, Convergence)’ 이라는 용어는 

미국 MIT대학의 니그로폰테 (Negroponte)교수가 방

송·컴퓨터·출판 등의 융합을 ‘미디어 컨버전스’ 라

고 명명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각종 

융합 제품 및 기술이 등장하면서 메가트렌드로 자

리 잡고 있다. 융합, 결합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컨버전스는 최근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환경

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IT기반의 디지털 

컨버전스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컨버전

스는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 기술, 콘텐츠, 및 서

비스가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로 구현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1,2 오늘날 컨버전스는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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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기 또는 기능 간의 컨버전스에서 벗어나 

서비스, 네트워크 간 융합은 물론 산업 간의 융합

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과 산업, 제

품과 서비스가 복잡하게 섞이고 통합되는 산업적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인 자연재해와 테러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급증으로 안전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안전과 관련

된 투자를 증대하고 있으며, 일례로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과 관련한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에 2015

년부터 5년간 115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3 

이에 많은 R&D 센터에서는 안전관련 제품의 혁신

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융합

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융합 소방용 안전모 

개발도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3 

본 연구는 융합 소방용 안전모 개발에 앞서, 

융합 소방용 안전모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융합 소방용 안전

모의 제품 특성과 소비자 반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소방용 안전모의 실사용자인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

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

킬 수 있는 융합 제품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융합 제품의 특성과 제품태도 

융합 제품이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제품이 

기술적 발전을 통하여 하나의 기능, 기술, 제품으

로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제품을 의

미한다.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융합 소방용 

안전모 (Convergence Firefighter Helmets)란 제품 혁

신의 일환으로 기존의 소방용 안전모에 여러 가지 

기능을 결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킨 소

방용 안전모를 말한다. 그런데 융합 제품이 시장

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기능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융합 제품의 어떠한 특성이 

소비자 수용을 촉진시키는 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제품의 특

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융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혁신확산이론, 

묶음제품이론, 브랜드확장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김해룡 등5의 연구에서는 혁신저항이론을 토대로 

융합 제품의 상대적 이점과 지각된 편리성 및 지

각된 위험이 제품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Mukherjee와 Hoyer6는 브랜드확장이론

에 근거하여 기존 제품의 복잡성 정도, 가격 등 

선행 조건에 따라 속성의 추가가 융합 제품의 평

가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함을 입증

하였다.  

Harlam 등7은 묶음제품이론을 차용하여 융합 

제품의 보완재적 특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전태열8의 연구에서는 혁신

저항이론 및 브랜드확장이론에서 도출한 융합 제

품의 간결성, 경제성, 효용 가치 및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융합 제품의 간

결성, 경제성, 효용 가치를 소비자가 높게 지각할

수록, 반면 융합 제품의 위험을 소비자가 낮게 지

각할수록 제품에 대한 호감을 반영하는 제품태도

는 호의적이며 구매의도는 높아진다.8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특성과 소

비자의 제품태도 간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제품특성에 따라 

제품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간결성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가 간결성을 낮

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보다 호의적

일 것이다. 

가설1-2.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경제성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가 경제성을 낮

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보다 호의적

일 것이다. 

가설1-3.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효용 가치를 높

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가 효용 가치

를 낮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보다 호

의적일 것이다. 

가설1-4.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위험을 낮게 지

각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가 위험을 높게 지각

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보다 호의적일 것이다. 

 

2.2 융합 제품의 특성과 지불의사가격 

가격은 기업이 생산해 낸 가치의 직접적인 표

현이며 기업의 매출과 이윤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이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가치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송재도9는 가치를 효용,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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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준거가격, 지불의사가격의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효용은 제품을 구매자가 

직접 사용할 때 얻는 금전적 이득이나 심리적 만

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가치를 말한다. 반면 교

환가치는 해당 제품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직접 사용이 아니라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준거가격은 어떤 가격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가격으로 제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

불의사가격은 제품 구매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실제 소비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효용이나 교환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준

거가격이나 지불의사가격의 개념을 고려한 일종의 

휴리스틱을 통해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

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를 조사할 때 준거가격이

나 지불의사가격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

적이라 할 수 있다.9 

지불의사가격 또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Monroe10는 지불의사가격을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 (Perceived Value)의 개념으로 설명

하고 있으며, 이는 효용과 유사한 개념이다. Park과 

MacLachlan11은 지불의사가격을 해당 제품의 구매

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완전경쟁 하에서는 지불의사가격은 유사 제품의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환가치를 반영

할 것이다. 반면 경쟁재화를 정의하기 어려운 독

점적인 제품들의 경우 효용보다 가격이 낮으면 구

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불의사가격은 효용을 의

미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의 높은 가격을 받아

들일 수 없게 되므로, 지불의사가격은 준거가격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결국 지불의사가격

은 효용을 주로 의미하되 상황에 따라 교환가치 

및 준거가격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지불의사가격은 해당 제품의 가격과 비교되어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지불의사가격보다 낮아야만 구

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불의사가격의 조

사는 가격의사결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9 효용을 반영하고 있는 

지불의사가격은 융합 제품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융합 제품에 대해 

효용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지불의사가격은 높아지

고 효용이 작다고 지각할수록 지불의사가격은 낮

아진다.12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Searching the relevant literature 

 

Formulating hypotheses 

 

Collecting data through survey 

 

Testing hypothese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Fig. 1 Research process 

 

가설2.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제품특성에 따라 

지불의사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간결성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이 간결성을 낮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보다 지불의사가격을 높게 추정할 것

이다. 

가설2-2.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경제성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이 경제성을 낮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보다 지불의사가격을 높게 추정할 것

이다. 

가설2-3.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효용 가치를 높

게 지각하는 소비자 집단이 효용 가치를 낮게 지

각하는 소비자 집단보다 지불의사가격을 높게 추

정할 것이다. 

가설2-4.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위험을 낮게 지

각하는 소비자 집단이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

자 집단보다 지불의사가격을 높게 추정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가설 검증 

 

3.1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을 요약적으로 도식화 하

면 Fig. 1과 같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방식의 

정량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산소방

안전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용 안전모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으며, 기존 소방용 안전모에 영상녹화기능, 온도

감지기능, 산소부족 알람기능이 융합되어 있는 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반응을 

답하도록 하였다. 개발 중인 융합 소방용 안전모

는 Fig. 2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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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vergence firefighter helmet under development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s Types Figures Ratio 

Gender 
Male 197 98.5% 

Female 3 1.5% 

Age 

20-29 19 9.5% 

30-39 115 57.5% 

40-49 54 27.0% 

Over 50 12 6.0% 

Career 

(Years) 

Under 1 15 7.5% 

1-5 42 21.0% 

6-10 64 32.0% 

Over 10 79 39.5% 

Task 

Fire fighting 79 39.5% 

Engineer 30 15.0% 

Rescue 15 7.5% 

Paramedic 13 6.5% 

Fire investigation 31 15.5% 

Administration 28 14.0% 

Others 4 2.0% 

Total 200 100% 

 

분석에 이용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7.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한 분석으로 두 집단 간 평균값 비교를 통

해 가설을 검증하는 독립표본 T-검증 (T-TEST)을 

실시하였다.13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 전에 응답자들을 대상

으로 현재 사용 중인 소방용 안전모 제품 특성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7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응답자들은 소방용 안전모의 

내충격성, 중량감, 내열성, 사용용이성, 맞춤성 순

으로 중요한 속성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중요도-만

족도 차이 분석 결과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제품 특성인 소방모의 중량감, 맞춤성, 사용용

이성, 관리용이성, 착탈용이성의 순으로 중요도-만

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제품 개발 

시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제품 특성은 관련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결성·경제성·효용 가치·지각

된 위험을 바탕으로 간결성은 융합제품으로 결합

되기 전의 개별 제품들보다 사용이나 조작 시의 

간편성 정도로 정의하고 ‘각각 다른 기능의 제품

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 보다 간편할 것 같음, 함

께 조작하는 것 보다 간편할 것 같음, 함께 사용

하는 것 보다 편리할 것 같음’의 세 문항으로, 경

제성은 융합제품으로 결합되기 전의 개별 제품들

보다 구입비용 및 관리비용의 절감 정도로 정의하

고 ‘각각 다른 기능의 제품들을 모두 구매하는 것 

보다 저렴할 것 같음, 각각 보관·유지하는 것 보다 

저렴할 것 같음, 각각 수리하는 것 보다 저렴할 

것 같음’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효용 가치는 제품 간의 결합을 통해 업무에 더 

큰 효용을 창출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양한 기

능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 같음, 문제를 더 잘 해

Electronic 

video 

recorder 

Temperature

sensor 

Oxygen 

deficiency 

alarm

Table 2 Importance-Satisfaction gap of the existing 

firefighter helmets’ attributes  

Firefighter 

helmets’ 

attributes 

Importance 

level of 

attributes

Satisfaction 

level of 

attributes 

Importance-

Satisfaction

gap 

Shock resistance 6.600 4.963 1.637 

Weight 6.563 4.000 2.563 

Heat resistance 6.460 4.947 1.513 

Ease of use 6.352 4.394 1.958 

Fitness for head 6.280 4.048 2.232 

Durability 6.270 4.804 1.466 

Ease of putting

on and off 
6.260 4.508 1.752 

Voltage 

resistance 
6.256 4.788 1.468 

Credibility 6.160 4.566 1.594 

Contamination 

resistance 
5.960 4.402 1.558 

Ease of 

management 
5.950 4.186 1.764 

Esthetics 4.855 3.778 1.077 

Price 4.715 4.053 0.662 

Brand awareness 4.555 4.180 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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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것 같음,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음’의 세 문항으로, 지각된 위험은 융합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지각 정도로 조작 정의

하고 ‘다양한 기능이 기대한 것만큼 도움이 안 될 

것 같음, 수선 등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음, 

다양한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음’

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제품태도는 융합 소방용 안전모 제품에 대해 가

지는 호감의 정도로 정의하고 ‘본 제품에 호감을 느

낌, 본 제품이 참신하다고 생각됨, 본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임’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지불의사가격은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구매

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정의하고 기존

제품의 가격을 제시한 뒤 신제품의 추정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측정 문항들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트 타입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베리맥스 (Varimax) 

직각회전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회전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어떤 요인에 높

게 관계되는지 알 수 있는데, 베리맥스 직각회전방

식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

장 뚜렷해질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방법이다.13 

확인된 요인별로 측정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항목 간 타당성이 인정된 하나

의 개념에 대해 알파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크론

바흐 알파계수법 (Cronbach’s α)을 이용하여 신뢰성

을 검증하였다.13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요인분석에서 고유값 (Eigen 

Value)이 모두 1.0 이상이고 부하량도 요인 별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0.6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성 또한 확보되었다.  

 

3.3 가설 검증 

가설을 검정하기 전에 먼저 변수들에 대한 조

작점검을 실시하였고, 조작점검의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제품특성에 대한 조작의 점검 과

정은 먼저 제품특성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7점 척도의 중위값

을 기준으로 (Median Split)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분류하고, 평균차이 분석 (T-Test)를 실시하여 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

인하였다(p<0.01).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s 

(Cumulative %) 

Cronbach’s 

α 

Conciseness

1 .880
2.988 

(19.922) 
.954 2 .917

3 .862

Economical

efficiency

1 .922
2.736 

(38.162) 
.898 2 .852

3 .863

Utility 

value 

1 .817
2.601 

(55.498) 
.954 2 .790

3 .829

Perceived

risk 

1 .885
2.501 

(72.172) 
.881 2 .934

3 .871

Attitude

toward 

product 

1 .773
2.491 

(88.778) 
.950 2 .770

3 .798

 

Table 4 Result of manipulation check 

Variables N Mean 
std. 

Deviation 
t p 

Conciseness
Low 106 3.698 .9468 

-19.11 .000 *
High 94 6.045 .7899 

Economical

efficiency

Low 102 2.984 .9932 
-19.17 .000 *

High 98 5.503 .8632 

Utility 

value 

Low 107 4.374 1.0794 
-18.39 .000 *

High 93 6.488 .4651 

Perceived

risk 

Low 98 3.037 .9889 
-17.89 .000 *

High 102 5.343 .8225 

*p<0.01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1 verification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t p 

Conciseness
Low 4.912 1.4579 

-7.16 .000 *
High 6.153 .9686 

Economical

efficiency

Low 4.983 1.5389 
-5.70 .000 *

High 6.027 .9817 

Utility 

value 

Low 4.660 1.3079 
-12.30 .000 *

High 6.455 .7033 

Perceived

risk 

Low 5.806 1.4311 
3.16 .000 *

High 5.196 1.2968 

Dependent variable: Attitude toward produc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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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hypothesis 2 verification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t p 

Conciseness 
Low 177,624 68,646 

-8.08 .000 *
High 328,274 159,100 

Economical 

efficiency 

Low 193,906 94,844 
-5.58 .000 *

High 302,247 158,700 

Utility 

value 

Low 170,156 55,157 
-8.97 .000 *

High 327,865 157,224 

Perceived 

risk 

Low 314,043 162,496 
7.80 .000 *

High 175,769 55,106 

Dependent variable: Willingness-to-Pay 

*p<0.01 

 

융합 제품특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융합 제품특성 중 간결성, 경

제성,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한 소비자 집단에서 

제품태도가 더 호의적인 반면, 지각된 위험을 높

게 평가한 소비자 집단에서는 제품태도가 덜 호의

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1은 지지되었다.  

간결성의 경우, 간결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 평균값은 6.153이었으나 간결성

을 낮게 지각한 소비자 집단의 제품태도 평균값은 

4.91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경제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제품

태도 평균은 6.027인 반면 경제성을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평균은 4.983으로 나타났다 

(p<0.01).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제

품태도 평균은 6.455로 효용 가치를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평균 4.660 보다 높게 나타

났다(p<0.01). 지각된 위험의 경우, 지각된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평균은 5.196, 

지각된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소비자들의 제품태

도 평균은 5.806으로 지각된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록 제품태도가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p<0.01). 

융합 제품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융합 제품특성 중 간결성, 경제성,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한 소비자 집단에서 지불

의사가격을 더 높게 추정한 반면, 지각된 위험을 

높게 평가한 소비자 집단에서는 지불의사가격이 

더 낮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2 또한 지

지되었다. 

간결성의 경우, 간결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 

집단의 지불의사가격 평균값은 328,274원이었으나 

간결성을 낮게 지각한 소비자 집단의 지불의사가

격 평균값은 177,624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1). 경제성을 높게 지각한 소

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302,247원인 반면 

경제성을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193,906원으로 나타났다(p<0.01).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가격 평균은 327,865원으로 효용 가치를 낮게 지

각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 170,156원 보

다 높게 나타났다(p<0.01). 지각된 위험의 경우, 지

각된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가격 평균은 175,759원, 지각된 위험이 낮다고 평

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314,043원

으로 지각된 위험을 낮게 평가할수록 지불의사가

격을 높게 추정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p<0.01). 

분석 결과 지불의사가격의 표준편차 값이 매우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융

합 소방용 안전모에 대한 지불의사가격을 측정한 

관측값의 최소값이 100,000원이고 최대값이 1,000,000

원으로, 관측값 자체의 편차가 커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융합 소방용 안전모의 제품특성과 

소비자의 제품태도 및 지불의사가격 추정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에서의 성공요인을 탐색적

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융

합 소방용 안전모의 제품특성 중 간결성, 경제성,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들은 호의적

인 제품태도를 보였고 지불의사가격 또한 높게 추

정하였다. 반면, 소비자들이 제품특성 중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품태도는 비호의적이며 지불의

사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간결성을 높게 지각한 집단의 제품태도 평균값

은 6.153이었으나 간결성을 낮게 지각한 집단의 

제품태도 평균값은 4.912 로 나타났으며(p<0.01), 

경제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평균

은 6.027인 반면 경제성을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

의 제품태도 평균은 4.983으로 분석되었다(p<0.01).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평

균은 6.455로 효용 가치를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

의 제품태도 평균 4.660 보다 높았으며(p<0.0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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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평균은 5.196, 지각된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소비

자들의 제품태도 평균은 5.806으로 지각된 위험을 

낮게 평가할수록 제품태도가 호의적이었다(p<0.01).  

간결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 

평균값은 328,274원이었으나 간결성을 낮게 지각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 평균값은 177,624원으

로 나타났고(p<0.01), 경제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

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302,247원인 반면 경

제성을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

균은 193,906원으로 분석되었다(p<0.01). 효용 가치

를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327,865원으로 효용 가치를 낮게 지각한 소비자들

의 지불의사가격 평균 170,156원 보다 높았고

(p<0.01), 지각된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들

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175,759원, 지각된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격 평균은 

314,043원으로 지각된 위험을 낮게 평가할수록 지

불의사가격을 높게 추정하였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융합 제품은 다양한 기능과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이

목을 끌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융합 제품이 시장에

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특성을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능들이 함

께 융합되면서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면 

(간결성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외면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능들의 융합에서 필연적으

로 나타나기 쉬운 불안정성이 커진다면 (위험이 

높아진다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

지 않을 것이다.  

최근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환경이 사회전반으

로 확대됨에 따라 IT기반의 디지털 융합 제품 개

발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제품 개발에 앞

서 융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정밀하게 분

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다양한 기술

과 기능이 어우러진 융합 제품은 시장에서 그 가

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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