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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학습 목표이 장의 학습 목표이 장의 학습 목표이 장의 학습 목표

 제품의 의미

 신제품에 대한 이해

 소비재와 사업재의 분류

 제품 혁신의 중요성 제품 혁신의 중요성

 신제품 개발 과정의 단계

 기업의 제품 라인에 신제품을 추가하는 기준

 신제품의 채택과 혁신 과정

 신제품 계획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직 구조



제품제품제품제품

유형 및 무형
속성들의 집합속성들의 집합 유형 제품, 서비스, 

장소, 사람, 또는
아이디어가 제품이

될 수 있다

편익의 형태로 제공되어
욕구 만족욕구 만족



속성들이 제품을 구성한다속성들이 제품을 구성한다속성들이 제품을 구성한다속성들이 제품을 구성한다



제품의 분류제품의 분류제품의 분류제품의 분류

소비재 사업재/산업재

개인적 소비
또는 가정용으로

사업재/산업재

재판매, 다른
또는 가정용으로
구매되는 제품

제품들의 생산,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되는 제품구매되는 제품



소비재의 범주 유형소비재의 범주 유형소비재의 범주 유형소비재의 범주 유형

소비재의소비재의 범주범주 유형유형 주요주요 특성특성 요소와요소와 마케팅마케팅 고려사항고려사항소비재의소비재의 범주범주 유형유형: : 주요주요 특성특성 요소와요소와 마케팅마케팅 고려사항고려사항



사업재의 범주 유형사업재의 범주 유형사업재의 범주 유형사업재의 범주 유형

사업재의사업재의 범주범주 유형유형 주요주요 특성특성 요소와요소와 마케팅마케팅 고려사항고려사항사업재의사업재의 범주범주 유형유형: : 주요주요 특성특성 요소와요소와 마케팅마케팅 고려사항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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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혁신의 중요성제품 혁신의 중요성제품 혁신의 중요성제품 혁신의 중요성

성장의성장의
필요성 “혁신하라“혁신하라, , 그렇지그렇지

않으면않으면 죽는다”죽는다”않으면않으면 죽는다”죽는다”

높은높은 실패율실패율

차별화가차별화가 안됨안됨,,
약속한약속한 것을것을 제공해제공해 주지주지 못함못함,,약속한약속한 것을것을 제공해제공해 주지주지 못함못함,,

낮은낮은 가치가치



신제품의 유형신제품의 유형신제품의 유형신제품의 유형

진정으로진정으로
혁신적인혁신적인

상당히상당히
다른다른혁신적인혁신적인 다른다른

모방적인모방적인



신제품 개발 과정의 주요 단계신제품 개발 과정의 주요 단계신제품 개발 과정의 주요 단계신제품 개발 과정의 주요 단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업자 기준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업자 기준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업자 기준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업자 기준

적절한적절한 주요주요
재 적재 적 기기시장시장 수요수요 재무적재무적 기준을기준을

충족충족

기업의기업의
환경환경

기준들과기준들과

기업의기업의
기존기존 마케팅마케팅

구조와구조와기준들과기준들과
호환호환

구조와구조와
적합적합



채택 과정의 단계채택 과정의 단계채택 과정의 단계채택 과정의 단계

인지인지(AWARENESS)(AWARENESS)인지인지(AWARENESS)(AWARENESS)
관심관심((INTEREST)INTEREST)

평가평가(EVALUATION)(EVALUATION)평가평가(EVALUATION)(EVALUATION)
시험시험(TRIAL)(TRIAL)

채택채택(ADOPTION)(ADOPTION)채택채택(ADOPTION)(ADOPTION)
확신확신(CONFIRMATION)(CONFIRMATION)



초기 채택자와 후기 채택자초기 채택자와 후기 채택자초기 채택자와 후기 채택자초기 채택자와 후기 채택자

혁신에혁신에 대한대한 조기조기 채택자와채택자와 후기후기 채택자의채택자의 주요주요 특징특징



채택률(Adoption Rate)채택률(Adoption Rate)채택률(Adoption Rate)채택률(Adoption Rate)

채택률에채택률에 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 신제품의신제품의 특성특성 요소요소

상대적상대적 이점이점상대적상대적 이점이점

(RELATIVE ADVANTAGE)(RELATIVE ADVANTAGE)
현재현재 이용이용 가능한가능한 제품보다제품보다 우수한우수한 정도정도

호환성호환성호환성호환성

(COMPATIBILITY)(COMPATIBILITY)
가치와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라이프스타일에 부합부합

복잡성복잡성
제품을제품을 이해하거나이해하거나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의것의 난이도난이도

(COMPLEXITY)(COMPLEXITY)
제품을제품을 이해하거나이해하거나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의것의 난이도난이도

시험시험 가능성가능성

(TRIALABILITY)(TRIALABILITY)
샘플화샘플화 될될 수수 있는있는 정도정도

(TRIALABILITY)(TRIALABILITY)

관찰가능성관찰가능성

(OBSERVABILITY)(OBSERVABILITY)
제품제품 효과성을효과성을 증명하는증명하는 정도정도



제품 혁신을 위한 조직화제품 혁신을 위한 조직화제품 혁신을 위한 조직화제품 혁신을 위한 조직화

직 유형조직 유형

제품계획위원회
신제품 부서 또는 팀신제품 부서 또는 팀

브랜드 매니저

조직 배치 변화조직 배치 변화



주요 용어 및 개념주요 용어 및 개념

 미탐색품

 신제품 개발 부서나 팀

 시장 시험

 신제품신제품 개발 부서나 팀

 변화 대리인

 부속 장비

신제품

 신제품 개발 과정

 신제품 전략

 부품

 브랜드 매니저

 비채택자

 신제품 부서

 운영 소모품

 원료 비채택자

 사업성 분석

 사업재

 원료

 원자재

 전문품사업재

 선매품

 설비

전문품

 제품

 제품계획위원회

 소비재  조기 다수



주요 용어 및 개념주요 용어 및 개념

 조기 채택자

 지각 채택자지각 채택자

 채택 과정

 채택 과정의 단계

 채택률

 편의품

 혁신 채택자 유형 혁신 채택자 유형

 확산

 후기 다수후기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