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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ET을 이용한 국내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 평가

Evaluation of Domestic Small SUV Design Image Using ZMET

강현진*

Hyunjin Kang*

요 약 2019년 SUV의 경이적인 판매량으로 내수판매 시장에서 세단을 추월하였고 세계 SUV의 강세는 향후 지속적

으로 전망한다. 국내 K-기업은 SUV 시장에서 소형 SUV를 공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라인업으로 SUV의 존재가 아닌 브랜드 이미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내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 평가를 통해 소형 SUV의 잠재고객과 구매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SUV 모델의 기능적 속

성 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브랜드의 상징성 그리고 이미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최종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대한 잠재의식을 은유추출기법을 통해 고객들이 니즈에 맞는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 평가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국내 완성차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로 구매의도를 갖거나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연계성을 갖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이미지를 느끼며 표현함에서 일차적인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잠재된 의식을 은유추출기법인 ZMET

을 통해 고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의 결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SUV에서 제시되는 이미지가 고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소형 SUV 개발에 있어 디자인 가

이드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 은유추출기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디자인 이미지

Abstract In 2019, SUV sales surpassed sedans in the domestic sales market with phenomenal domestic sales. 
The strength of SUVs around the worl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South Korea's K-company 
aggressively launched small SUVs in the SUV market. Its simple lineup is recognized as a brand image, not as 
a SUV. It is time to evaluate this. Therefore, it influences the purchasing decisions of potential customers and 
buyers of small SUVs through the evaluation of design images of small SUVs in Korea. Rather than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the SUV model, it is purchased by emotional characteristics, brand symbolism, and 
image. Subconsciousness of the purchasing psychology of the end consumer was used by metaphor extraction 
techniques. Customers wanted to study the evaluation of small SUV design images that fit their needs. We 
wanted to see if consumers who intend to purchase or purchase small SUVs in Korea had a connection with 
the image of design of small SUVs in Korea.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as extracted through ZMET, a 
metaphor extraction technique, with the latent consciousness of the primary ambiguous message from the 
consumer's feeling and representation of the imag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hat 
the images presented in SUVs in the future will be used as a design guide in the development of small SUVs 
to influence customer thinking and behavior.

Key words : 
SUV((Sport Utility Vehicle), ZMET(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SUV((Sport Utility 
Vehicle), Desig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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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소형 SUV(Sport Utility Vehicle-이하 SUV로 표기)

국내 완성차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 평가를 통해 성

공적인 기획과 디자인으로 단순히 소형 SUV를 직시하

는 것이 아닌 소형 SUV에서 제시되는 이미지를 인지

함에 따라 고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전제함이다. 이미지는 기업 문화가 표출되는 일련의

동질성을 갖은 인식체계이고 구매의사 결정이 소형

SUV 모델의 기능적 속성 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브랜

드의 상징성 그리고 이미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 이렇게 애매모함을 포함한 이미지를 소비자의 잠재

의식을 은유추출기법을 통해 고객들이 니즈에 맞는 소

형 SUV 디자인 이미지 평가 연구를 하였다. 2019년

SUV의 경이적인 판매량으로 단순한 라인업으로 SUV

의 존재가 아닌 브랜드 이미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국내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 평

가 연구의 배경으로 하였다.

그림 1. 세단·SUV 내수판매 연간추이(2019)
Figure 1. Sedan/SUV Domestic Sales Annual Trend (2019)

2019년 1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SUV 내

수판매가 세단(Sedan)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전망을

내놓았다. 세단과 SUV의 내수판매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데다 2020년 국내 신차계획이 SUV 위

주로 내수규모 60만대를 기점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이

세단우위에서 SUV 우위로 전환될 전망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2019년 11월까지 내수시장에서 SUV와 세단

의 판매량은 그림 1과 같이 각각 51만 6526대, 59만993

대로 집계됐다. 2020년 SUV는 55만대, 세단은 65만대

내외가 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SUV

의 인기랠리로 세단판매가 위축되면서 양대 시장이 비

슷한 규모를 맞추는 상황이다(파이낸스뉴스, 오승범 기

자, 2019).

그림 2. SUV 내수판매 연간추이(2020)
Figure 2 SUV Domestic Sales Annual Trend (2020)

2019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소형 SUV 브랜

드를 전면으로 내세워 주력차종으로 선정하였다. 현대

자동차 베뉴와 기아자동차 셀토스를 시작으로 각 업체

들이 그림-2와 같이 소형 SUV 신차를 공격적으로 내

놓은 것이다. 2020년 상반기에도 트레일블레이저, XM3,

캡처 등이 출시하며 그림 2와 같이 2016년 5종에 불과

하던 소형 SUV는 올해 선택지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는 베뉴, 코나, 한국GM이 트랙스, 트

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자동차가 XM3, 캡처 등 각 2종

의 소형 SUV 라인업을 꾸렸으며 쌍용차는 티볼리를

판매 중이다. 기아차는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까지

소형 SUV만 무려 4종이다. 소형 SUV는 SUV의 강세

와 더불어 인기가 꾸준한 가솔린, 급성장 중인 전기ㆍ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선제적으로 적용

되고 있어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아시

아경제, 김지희 기자, 2020). 이와 같이 SUV에서 제시

되는 이미지를 고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함에 따라 구매의사 결정이 SUV 모델의

기능적 속성 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브랜드의 상징성 그

리고 이미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례이다. 따라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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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를

정성적인 은유추출기법인 ZMET을 이용하여 국내 소

형 SUV 이미지 평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는 표 1과 같이 관점에

의해 주제적 이미지와 객체적 이미지로 구분되며 주체

적 이미지는 인간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독자적 이미지,

공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로 정의되고 객체적 이미

지는 대상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기업브랜드 이미지, 상

표 이미지, 제품이미지로 정의된다(최병철, 2006).

표 1. 이미지의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Image

구분 관점해석 세부사항

주체적 인간적 관점
독자적 이미지, 공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객체적 대상적 관점
기업브랜드 이미지. 상표
이미지,제품이미지

따라서 객체적 관점에서 국내 소형 SUV 이미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국내 소형 SUV 라인업

을 가장 많이 보유한 K기업의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

스 SUV 모델로 한정하였다. 설문 방법은

ZMET(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잘트

만식 은유추출기법-이하 ZMET로 표기)의 심층면접방

식을 이용하여 보다 심도 있고 심층에 내제된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표 2. 국내 K기업의 소형 SUV 라인업 (2020)
Table 2. Korea's K-company's Small SUV Line-up (2020)

구분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

이미지

피실험자 선정은 제이콥 닐슨(Jacob Nielsen)의 연구

결과를 선정기준을 기초로 표 3과 같이 전문가집단 20

명으로 선정 하였다.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실험을 실시하였고 총 20명 대상으로 20명 전원

설문지를 회수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다.

표 3. 피실험자 선정기준
Table 3. Subject Selection Criteria

구분 세부사항

설문의
질문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제시된 키워드와의
어울리는 정도를평가표에정도를 표시해주세요.

설문
조사대상

20명 중 2030세대 기준으로 여자 8명, 남자 12명,
20대 7명, 30대 9명, 40대 4명으로 구성

설문 조사
대상의
선정이유

SUV 차량의 운전 및 동승의 경험이 있고 SUV
차량을 구매계획이나 구매 경험이 있는

준전문가 집단을 선택한다.

실험 방법
설문 전에 의도와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설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SUV의 특징

SUV는 미국에서 시작된 차량으로 1990년대 초중반

부터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그 이전에는 4X4(포 바이

포)이라는 분류를 사용했으나 Sports Utility Wagon이

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었다. Sport는 사냥, 여행, 캠

핑 등의 야외 레저 활동을 의미하며 Utility Vehicle은

농사나 군사,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트럭을 의미

한다.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단단한 바퀴

와 서스펜션, 픽업트럭처럼 높은 차고, 지상고, 왜건 급

으로 긴 차량길이에 5도어인 해치백 구조의 차량을 의

미한다. 미군과 영국군에서 수송용로 사용되던 지프와

그림 3과 같은 랜드로버를 민간에 출시하면서 탄생한

차량 장르이다. 유사한 용어로 승용차와의 퓨전인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쿠페와의 퓨전인

SAC(Sport Activity Coupe), SAV(Sport Activity

Vehicle), 트럭과의 퓨전인 SUT(Sport Utility Truck)

등도 나오고 있다(오토트리뷴, 2020)

그림 3. 랜드로버사의 'HUE166' (1948)
Figure 3 Land Rover 'HUE166' (1948)

소형 SUV의 기준은 그림 4와 같이 B, C 세그먼트



Evaluation of Domestic Small SUV Design Image Using ZMET

- 294 -

급의 플랫폼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엔진 배기량은

1000cc에서 2000cc까지 다양하고 가장 작은 SUV 차급

이다. 국산 소형 SUV의 가격대는 1600만원~ 2000만원

대 중반 정도이며 이후 고급화 된 소형 SUV를 표방하

며 출시된 코나와 셀토스의 가격대는 2000만 원대 초중

반부터 3000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되며 웬만한 중형 세

단과 맞먹는 가격대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르노삼성 QM3, 쌍용 티볼리, 기아 니로, 쉐보레 트랙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기아 스토닉, 기아 셀토스, 현

대 베뉴, 현대 코나, 푸조 2008, 지프 레니게이드, 미니

컨트리맨, 피아트 500X, 닛산 쥬크 등이 있으며 프리미

엄 브랜드의 소형 SUV 아우디 Q2 등이 있다(HMG 저

널, 2017).

그림 4. K 기업의, '스토닉'
Figure 4 K Company, 'Stonic'

2. ZMET의 특징과 절차

버드대 제럴드 잘트만 교수가 개발한 소비자 내면

심리 파악기법인 은유추출기법인 ZMET는 인지심리학

과 뇌 생리학 등 인간의 신체, 심리,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무의식 세계를 탐

사할 수 있는 조사 방법론이다(김연선, 2005). 소비자들

이 니즈를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계를 겪는

것은 외부사람이 자신의 내면 심리에 쉽게 접근하지 않

게 하려는 방어와 의식적 지각영역에 있는 니즈를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인지적인 방어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런 방어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표현하기 위해 참가자의 은유를 이용한다. ZMET의 특

징은 기존의 인터뷰 방법으로는 밝히기 힘들었던 잠재

된 니즈를 소비자의 무의식 세계로 확인 가능한 ZMET

를 통해 추출함으로써, 소비자의 잠재 니즈를 포착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인터뷰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피실험

자가 직접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고 단계별 절차를 통

해 피실험자의 심리구조를 그대로 추출하기 때문에 주

관성 개입이 최소화된 신뢰성 제고가 가능한 연구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피실험자가 직접 준비한 이미지는 자

신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모니터하는 과정만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이 높아져 면접 진행 시 대화

의 지속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ZMET는 시각적인

사회학, 인류학, 네트워크 분석과 내적 이미지, 인지신

경과학 등의 다양한 문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량 도

구 이용을 하는 등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성 분석

을 사용하고 있다(이태숙, 2006).

표 4. ZMET 10단계 진행절차
Table 4. ZMET Step 10 Progress Procedure

단계 구분 세부사항

1
단계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피실험자가 가져온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

2
단계

누락된
이미지 확인
(Missed
Image)

피실험자가 준비하고 싶었으나
준비하지 못한 이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피실험자의
무의식을 촉진하는 단계

3
단계

분류
(Sorting
Task)

준비한 이미지를 피실험자가
의도한 의미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단계

4
단계

구조유도
(Construct
Elicitation)

피실험자가 임의의 이미지 3개를
선택하여 유사한 두 개와 다른 한
개로 나누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단계

5
단계

대표이미지추출
(The Most
Representative
Picture)

준비한 이미지 중 대표이미지를
선택하여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

6
단계

반대 이미지
추출

(Opposite
Images)

피실험자가 전 단계까지 밝힌
이미지와 상반된 이미지를

유도하는 단계

7
단계

감각이미지
확인
(Sensory
Images)

주제에 관한 감정을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으로표현하는단계

8
단계

관념도 작성
(Mental
Map)

피실험자들의 주요 구성개념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고와

감정의 연관구조 도식화하는 단계

9
단계

요약이미지
(Summary
Images)

피실험자가 준비한 이미지를
자유로이 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단계

10
단계

묘사하기
(Vignette)

한 장의그림으로표현된이미지는
피실험자가 준비한 여러 장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

ZMET는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표 4와 같이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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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다. 10단계는 스토리텔링→누락된 이미지 확

인→분류→구조유도→대표 이미지 추출→반대 이미지

추출→감각 이미지 확인→관념도 작성→요약 이미지→

묘사로 진행 된다(노연아, 2018).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ZMET 10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였다.

3. 실험모형

실험모형은 그림 5와 같이 소비자가 소형 SUV를 구

매 또는 사용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

으로 소형 SUV 이미지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험

을 통해 이미지를 찾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여 ZMET을 통해 결과를 추출하였다.

그림 5. ZMET을 이용한 연구모형
Figure 5 Experimental Model Using ZMET

Ⅲ. 실험

1. 실험 절차

본 연구는 기업사례를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2030세대가 주요 구매층인 소형 SUV를 생상하고 판매

하는 K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이유로는

HMG Journal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가 선택

한 K기업의 스포티지가 19.07%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

고. 2위는 15.63%의 모닝, 3위는 15.40%의 K3으로 나타

났고 운전자의 성향,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를 선택

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더 뚜렷해졌다. 또한 SUV를 선

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승용차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던 과거에 비해 SUV 구매비율이 높아

진 점(HMG, 2017)으로 반영하였다. 소형 SUV 이미지

의 평가를 위해 K기업에서 표 5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에 판매되는 차량으로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로 선

정하였으며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 소형 SUV 라인업

중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한 상황이다. 전체적인 출

시 가는 1,600만원부터 3,000만원 미만, 연비는 10.9km/l

부터 19.5km/l, 연료는 가솔린,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로 다양하고 출력은 100hp부터 204hp까지로 다양한 구

매요소를 포함한 브랜드를 갖춘 라인업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표 5. 국내 K기업의 소형 SUV 라인업 (2020)
Table 5. Korea's K-company's Small SUV Line-up (2020)

모델명 이미지
사양

출시가 연비 연료 출력

쏘울
1,958~2,
351만원

12.2~12
.4km/l

가솔린 204hp

스토닉
1,625~2,
165만원

12.6~13
.5km/l

가솔린
100~1
20hp

니로
2,420,~2.
993만원

19.5km
/l

하이브
리드

105hp

셀토스
1,934~2,
896만원

10.9~17
.6km/l

디젤/
가솔린

136~1
77hp

본 실험에 사용되는 이미지 추출 프로세스는 실험자

의 주관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구글 포털사이트에

서 단어를 검색하여 디렉토리를 정리하고 공통적인 디

렉토리로 총 4개로 구분하여 그룹핑을 하였다. 이 과정

에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거나 이미지 설문에 적합하

지 않은 단어는 제거하여 총 13개로 분류하였다. 분류

된 단어로 표 6과 같이 자연물, 인공물, 남자, 여자, 아

이, 노인, 식물, 동물, 물(바다), 그라운드(땅), 공기, 불,

화합물로 선행연구(최병철, 2006)를 기초로 재구성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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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선정된 이미지 샘플
Table 6. Selected Image Samples

구분 이미지n1 이미지n2 이미지n3 이미지n4

자연물
(iA)

인공물
(iB)

남자
(iC)

여자
(iD)

아이
(iE)

노인
(iF)

식물
(iG)

동물
(iH)

물
(iI)

땅
(iJ)

공기
(iK)

불
(iL)

화합물
(iM)

2. 실험 결과

ZMET 1단계 실험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스토

리텔링의 내용으로는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를 대

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피실험자의

내용으로 총 13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자신만의 스토리

텔링을 추출하였다.

표 7. ZMET 1단계 스토리텔링
Table 7. ZMET Step 1 Storytelling

구분 이미지 내용

쏘울

‘주말의 힐링 장소인 교외 자연
휴양림이나캠핑장으로자유롭게다닐
수 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20대,

남, 미혼, 대학생)

스토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진정한 샐러리맨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30대,

남, 미혼, 회사원)‘

니로

‘코로나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꺼려했는데 이제는 도심을
가로질러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차도녀가 됩니다.‘(20대, 여, 미혼,

회사원)

셀토스

‘내 인생에서 가장 듬직한 나만의
휴식처, 어릴적언제나시원한바람과
그늘을 선사해주는 큰 나무처럼
지금은 셀토스가 나만의 큰 나무가
되어 줍니다..‘(30대, 남, 미혼, 회사원)

표 8. ZMET 1단계 스토리텔링 내용 결과
Table 8. ZMET Step 1 Storytelling Content Results

구분 내용

쏘울

내가요구하는공간으로의원활한이동, 현재의나와
나의 롤 모델의 행동양식에 맞는 차량 ,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동 공간, 부담 없는
가격대와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차량

모델에서 느껴지는 트랜드한 디자인.

스토닉

에너지가 느껴지는 또 하나의 존재,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목적지에 나만의 스토리를 갖는 곳, 나의
가족의 새로운 파트너, 주말에는 항상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구성원,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차, 아직 둘이라서 행복한 차.

니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생산성 높은
이동성에 대한 만족, 나를 보호 할 수 있는 대안,
쾌적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 발산의 공간, 당당한
보디가드로서의 부담 없는 금액, 강하지만 귀여움이

있는 디자인.

셀토스

또 하나의 나만의 장난감,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느끼는 대안, 가족과 함께 하는 새로운 느낌으로
새롭게떠나는여행, 더나이먹기전에. 더늦기전에
시작해 봄,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과

같은 달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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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ET 2단계 실험 결과는 누락된 이미지 확인으로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는 이미지가 선정되었다. 자연 휴양림의 캠핑이미지,

휴가철 사람이 붐비는 바닷가 해수욕장, 차량을 이동하

고 주차하는 도심의 주차장 이미지 등이며 청각의 이미

지로 차량 내부에서 듣는 음악 소리, 달릴 때 창문으로

들리는 바람소리 등으로이다. 피실험자들이 찾아낸 누

락된 이미지는 1단계 이미지를 준비하면서 추출하고 정

리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이미지가 아닌 확장된 이미

지로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된 이미지로 언급된 것이며

청각과 같은 감각적 부분은 이미지로 표현이 어려운 부

분으로 7단계에서 반영이 되므로 총 13개 해당 이미지

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의사가 반영된 점을 알 수 있었

다.

ZMET 3단계 실험 결과는 분류를 통해 피실험자는

이미지를 유사한 이미지별로 그룹을 나누는데 2개 이상

의 그룹핑으로 표 9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 그룹핑 이미

지를 유사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표 10. ZMET 4단계 구조유도 이미지 비교 결과
Table 10. ZMET Step 4 Structural Induction Image
Comparison Results

구분 유사점 차이점

쏘울 -고유성, 흥미와 개성 -부정적 이미지

스토닉 -경제성, 접근성이 용이 -타인의 시선

니로 -특수성, 효율성 -유지의 불편함

셀토스 -경제성, 정체성 -특별하지 않음

ZMET 4단계실험 결과의 구조유도는임의의이미지

를 3개를 선택하여 유사한 이미지 2개와 반대의 이미지

1개를나누어분류의기준과차이점을인터뷰를통해피

실험자의식의구조를파악하는방법으로표 10, 표 11과

같은결과를추출했다. ‘쏘울’에서소형차에서소형 SUV

로 라인업이된점에따라소형차의인식과애매모한디

자인이 이중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표 11. ZMET 4단계 구조유도 분석 결과
Table 11. ZMET Step 4 Structural Induction Analysis
Results

구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쏘울
-유일무의 개성, 만족감
-파워풀한 기능성
-SUV로 라이업 성공

-애매모한 디자인
-소형차의 이미지

스토닉
-경제성, 만족감
-접근성이 용이
-엔트리카의 대안

-저렴한 SUV
-엔트리카의 대명사

니로
-다양성, 효율성

-대체 불가의 특수성
-만족감

-높은 가격
-전기차 한계성인
충전의 불편함

셀토스
-만족감, 편의성
-안정성, 경제성
-SUV의 대안

-높은 가격
-특별함이 부족

표 12. ZMET 5단계 대표이미지 추출 결과
Table 12. ZMET Step 5 Representative Image Extraction
Results

구분 대표이미지 내용

쏘울
-귀여운 이미지
-개성의 표출

스토닉
-작지만 강함

-내가원하는데로데려다줌

니로
-하이브리드

-젊고 의식 있는 이미지

셀토스
-소형 SUV의 완성
-강력한 퍼포먼스

ZMET 5단계 실험결과는대표이미지추출로피실험

자의생각이나의식을근접하게표현한이미지를선택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표 12는 ZMET 5단계

의결과로이미지에대한부분에서 ‘쏘울’의 ‘귀여운이미

지’. ‘개성의표출’, ‘스토닉’과의함께하는행동에대한 ‘내

가원하는데로데려다줌’과같은이미지, ‘니로’의전기,

표 9. ZMET 3단계 분류 결과
Table 9. Example of ZMET Step 3 Classification Results

구분 내용

쏘울 ①이동성 ②편의성 ③라이프스타일 ④개성

스토닉 ①휴식·여가 ②라이프스타일 ③안전 ④가족

니로 ①안전 ②가격 ③개성 ④공간

셀토스 ①라이프스타일 ②휴식·여가 ③공간 ④추억·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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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의 동력에서의 느껴지는 ‘환경적 측면인 젊

고 의식 있는 이미지’, ‘셀토스’의 작지만 SUV에서 요구

되는 ‘강력한 퍼포먼스’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로 결과를

추출하였다.

ZMET 6단계실험 결과는 반대이미지추출로피실험

자의 생각이나 의식을 비 근접하게 표현한 이미지를 선

택하고그이유를설명하는단계이다. 표 13은한 ZMET

6단계의결과로이미지에대한부분에서 ‘쏘울’의 ‘강력한

퍼포먼스’, ‘스토닉’의 ‘거칠고남성적인이미지’, ‘니로’의

‘올드하고 진부한’, ‘셀토스’의 ‘수동적 인 여인상’에서 느

껴지는 이미지로 결과를 추출하였다

표 13. ZMET 6단계 반대이미지 확인 결과
Table 13. ZMET Step 6 Opposite Image Verification
Results

구분 대표이미지 내용

쏘울
-오프로드의 정상
-강력한 퍼포먼스

스토닉
-작고 가냘픔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

니로
-올드하고 진부함
-비주얼적 이미지

셀토스
-수동적인 여인상

-보호해야만 될 이미지

ZMET 7단계실험 결과로 감각이미지확인은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무의식 속의 잠재된 의식을 보다 구체적

으로이끌어내는단계이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을이용하여표현함에있어오감을통해더욱깊은내면

의 의식단계를 도출하였다.

ZMET 8단계 실험 결과의 관념도 작성은 그 동안 논

의된내용을검토하고그것들이무언가를의미하는지연

결하여 그리는 작업이다. 표 14와 같이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에 대한 관념도 결과이다. 쏘울의 경우는

‘나만의개성’으로스토닉은 ‘내인생의시작’으로니로는

‘대안은하나’이고셀토닉은 ‘소형 SUV의기준’으로관념

이 시작되는 결과를 추출하였다.

표 14.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의 관념도
Table 14. The ideas of Soul, Stonic, Niro, and Celtos.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

ZMET 9단계 실험 결과이다. 요약이미지로 피실험자

가선택한이미지를정리하여하나의이미지로제작하는

단계이다. 표 15와 같이 ‘쏘울’, ‘셀토스’, ‘니로’, ‘셀토스’에

대한 요약이미지 결과이다.

표 15. ZMET 9단계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 요약이
미지 결과

Table 15. ZMET Step 9 Summary Image Results for Soul,
Stonic, Niro and Celtos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

ZMET 10단계실험결과이다. 묘사하기로피실험자가

정리한하나의이미지가어떤의미인지묘사하도록하는

단계이다. 표 16과 같이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

에 대한 묘사하기 결과이다. ZMET 총 10단계의 절차를

따라 실험한 결과는 국내 소형 SUV인 ‘쏘울’, ‘셀토스’,

‘니로’, ‘셀토스’에 대한 이미지로는 자신만의스토리텔링

을 중심으로 잠재된 의식이 반영된 결과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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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ZMET 10단계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 묘사하
기 결과

Table 16. ZMET Step 10: Soul, Stonic, Niro, Seltos.

구분 내용

쏘울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찾은 나의 롤 모델의 삶의
목표와의 동일성을 찾는다.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동 공간으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고 부담 없는 가격대와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만족한다.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다.

스토닉

-나의 가족의 새로운 파트너로 주말에는 항상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싶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튼튼하고 든든한
친구 같은 이미지였다. 하이브리드라는 장점으로
나는 환경에도 의식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니로

-당당하게이젠도로를자신있게질주하고자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다양한 동력으로 구성으로 생산성과
경제성 높은 이동성에 대한 만족을 한다. 강하지만
귀여움이 있는 디자인으로 당당한 나만의 보디가드
같이 든든하고 포근한 나의 에너지와 함께한다.

셀토스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나만의
장난감으로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는 나만의

동반자를 만나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나만의 달콤한 휴식과 같은 친구이다. 오래된 친구
같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을 제공한다.

Ⅳ.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국내 완성차 소형 SUV 디자인

이미지로 구매의도를 갖거나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연계성을 갖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이미지

를 느끼며 표현함에서 일차적인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잠재된 의식을 은유추출기법인 ZMET을 통해 고객들

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의 결론을

추출하였다. ZMET을 통해 총 10단계의 절차에 따라

‘쏘울’, ‘스토닉’, ‘니로’, ‘셀토스’에 대한 소형 SUV 이미

지 평가를 피실험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로는

소형 SUV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 자신의 현재 상황과

차량을 소유했을 때의 막연하지만 그려지는 상황으로

연계하는 무의식 세계를 추출하였다. ‘쏘울’ 이미지에서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찾은 나의 롤 모델의 삶의 목표

와의 동일성을 찾는다.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

는’과 ‘스토닉’ 이미지에서 ‘나의 가족의 새로운 파트너

로 주말에는 항상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함

께하고.’. ‘니로’ 이미지에서 ‘당당하게 이젠 도로를 자신

있게 질주하고자 최선의 선택을’, ‘셀토스’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나만의 달콤

한 휴식과 같은’과 같이 소비자가 지금까지 삶의 방향

이나 앞으로의 삶의 가치, 라이프 스타일과 소형 SUV

이미지의 투영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로 인지한다는 결

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SUV에서 제시되는 이미지가 고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소형 SUV 개발에 있어 디자인 가

이드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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