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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dominant brand, the quality variation 
among brands in the extension product category and the self-construals on consumer's attitude 
about extension products. The experimental design consist of three-way complex factors and 226 
subjects participated for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re was fashion brand ex-
tension, whether or not there was an existing dominant brand in the extension product category, 
the quality variation among brands in the extension product category and the types of self-con-
struals ha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their favorableness and intention to purchase the ex-
tension products. Regardless of an existing dominant brand however, the group who had an in-
terdependent self-construal showed higher favorableness and intention to purchase the extension 
products when the quality variation among brands in the extension product category was lower 
than when it was high, whereas the group who had an independent self-construal showed no sig-
nificant difference of the favorableness and intention to purchase the exten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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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패션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패션제

품들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

러 패션기업들이 브랜드확장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브랜드확장은 새로운 브랜드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집단에게 신제

품을 성공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1) 실제, 영국의 마케팅 담당

이사들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서 향후 2~3년간의 신

제품 출시전략으로 고려하고 있는 주요 수단으로는

83%가 브랜드확장이라고 응답하였고, 단 2%의 회사

만이 신규브랜드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2)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

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국내 패션업체들의 브랜드확장전략

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확장에 실

패할 경우 브랜드 포지셔닝의 상실, 자사의 다른 브

랜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빼앗게 되는 자

기잠식 현상과 기존 브랜드 태도의 희석이라는 잠재

적인 위험이 존재한다.3) 그리하여 이러한 브랜드확

장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

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Han4)은 브랜드확장

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시장의 경

쟁수준, 확장브랜드의 속성과 적합성, 소비자 다양성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5) 브랜드확

장 시 확장제품군에서의 경쟁상황이 매우 중요한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브랜드확장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크게 모

브랜드의 특징6)과 확장제품범주간의 관계7), 소비자

와 브랜드와의 관계에 따른 확장브랜드 평가8) 그리

고 제품군내 경쟁구도에 따른 브랜드 확장에 관한

연구9)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의류학에서 패션제품

확장 연구는 주로 모 브랜드 확장과 적합성, 유사성

확장에 대한 연구10)에 치우쳐 있어 제휴제품에 대한

파트너브랜드의 시장지위가 제휴의류제품에 대한 소

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11)외에는 패션시장에서 브

랜드 간 경쟁구도에 따른 브랜드확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브랜드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 확장제

품군 내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 간 품질차이를 들 수

있다. 전성률 외12)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확장 시

확장제품군내 시장점유율과 선호도가 높은 지배적 브

랜드가 존재하더라도 확장제품군내 경쟁브랜드 간 품

질차이가 크고 작음에 따라 확장제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패션브랜드는 다른 업

종에 비해 신규브랜드가 많이 생기는 산업군이므로

지배적 브랜드는 물론 그렇지 않은 신생 브랜드에서

도 브랜드 확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패션

브랜드 확장 시 확장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이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PB제품의 지각된 품질

이 고객만족에 주는 영향13), 의복품질 지각이 소비자

만족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14)등 여러 선행연구

들에 사용되어져 왔으므로,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

제품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브랜드 확장에서 고려

해야할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도 영향 받게 된다.15) 전성률 외16)의 연구에서 개인

특성 변수인 자기관이 브랜드시장성과 정보인 시장점

유율정보에 조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또한 황윤용17)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소비자에 따라 제품에 대

한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예를 들어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소비자들은

기업이나 판매자가 주는 속성정보(attribute in-

formation)를 더 선호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된 합의

성 정보(consensus information)를 더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자기관은 확장제품군 내 지

배적브랜드가 있다는 합의성정보와 경쟁브랜드 간 품

질차이가 크거나 작다는 속성정보를 받아들이는 소비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선행연구에서는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

재유무가 확장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이러한 소비

자의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개인특성인 자기관과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의 유무에 따라 확장

제품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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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러한 영향이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의 정도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연구하여

브랜드 확장을 고려하는 패션업체의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확장
브랜드확장(Brand extension)이란 한 제품에 부착

하여 성공을 거둔 기존 상표명을 다른 제품 범주의

신제품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전략을 말한다.18)

브랜드 확장은 일반적으로 제품라인확장과 제품범주

확장으로 구분되는데, 제품라인확장은 기존 제품군내

에서 새로운 세분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제품에 모

브랜드를 확장ㆍ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제품범주확장

은 모 브랜드의 기존제품군과는 다른 새로운 제품군

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에 모 브랜드를 확장적용 하

는 것이다.19)

브랜드확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모 브랜드의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홍금

희20)의 여성캐주얼 상표확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

표개성이 강할수록 상표자산이 크며, 상표자산이 높

을수록 인접제품계열인 언더웨어, 패션잡화, 향수로

의 확장이 유리함을 나타내었다. 한편 패션브랜드의

메인브랜드와 세컨드 브랜드의 관계를 연구한 임성

경 외21)에 따르면 메인브랜드의 만족도와 세컨드 브

랜드의 만족도 순위는 일치했으나 충성도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메인브랜드의 이미지가 높다고

해서 세컨드 브랜드의 이미지 역시 높게 각인되는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모 브랜드의 특징이 적절하게 확장브랜

드에 전이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Park et a

l22)의 연구에서는 모 브랜드와 확장브랜드 평가 간의

관계에서 모 브랜드와 확장브랜드 간의 적합성이 매

개변수로 작용함을 밝혔고, 이우용 외23)도 브랜드확

장의 지각된 적합성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승희 외24)의 연구에서는 패션브

랜드에 대한 애착과 확장제품에 대한 평가를 연구한

결과 유사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모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유대감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품속성의 유사성이 낮은 제품군에서는 기존

브랜드에 대한 신뢰요소가 확장제품을 평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소비자특성이나 소비자-브랜드와의 관

계에 관련된 브랜드확장연구이다. 먼저 Barone et a

l.25)은 소비자가 확장에 노출되는 시점에 긍정적 무

드를 경험하게 되면 비 유사확장에 대한 평가가 상

대적으로 호의적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의류상

표확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황선진 외26)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유행관여도가 높을수록, 확

장상표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기존상표 태도가 확장상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주27)는 패션브랜드 확장

시 모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확장패션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모 브랜드에 대한 태도요인

중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태도와 친숙성

태도가 확장패션제품에 대한 위험지각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2. 지배적 브랜드
해당 제품군의 시장을 주도하는 지배적 브랜드

(dominant brand)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비교적 견

고한 위치를 점함으로써 경쟁브랜드 대비 높은 소비

자 선호도와 시장점유율을 갖는다. 왜냐하면 지배적

브랜드들은 그렇지 못한 브랜드에 비해 해당 범주에

서 원형(prototype)의 위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소비

자들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8) 또한 광고나 유통에 있어 잦은 노출로

인한 높은 친숙도를 형성하므로, 소비자의 기억에서

쉽게 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적 브랜드는 그렇

지 않은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확장 시 신규 확장브

랜드에 대한 전환비용인 지각된 위험과 정보탐색의

부담감을 적게 느낄 것이다.

브랜드확장과 지배적 브랜드 관련 선행연구에 대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an29)의 연구에서

브랜드확장전략에서 고려할 점은 확장제품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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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고 있는 브랜드와의 관계, 확장브랜드의 속성

이라고 보았으며, Nejssen30)연구에서는 브랜드확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장의 경쟁수준, 유통업자의

파워,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행위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시장변수들은 모두 브랜드확장의 성공과 부적

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배적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다양성 추구행위에 더

욱 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Smith 와 Park31)의 시장점유율에 따른 브랜드확장

의 효과연구에서는 신제품출시를 통해 경쟁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때 경쟁자의 수가 적을수록 브랜드

확장의 효과가 크며 제품이 시장 초기단계일수록 브

랜드확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전성률 외32)의 연구에서는 확장제품군내 지

배적 브랜드가 확장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모 브

랜드와 확장제품의 지각된 유사성이 낮을 경우와 브

랜드 간 품질편차가 클 경우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류학에서는 아직 이를 활용한 연

구가 적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제품군내 브랜드 간 품질차이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을 추론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그에 관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제품군내 지각된 브랜드 간 품질차이 정

도이다.33)

제품군내 브랜드 간 품질차이란 한 제품군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 간의 품질지각정도를 말한다.

확장된 패션제품군내에 지배적 경쟁브랜드가 있다고

하여도, 확장제품군내 브랜드간의 품질차이가 다소

작다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보인다는

의미로 품질이 평준화되어 있어 품질이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배

적 브랜드에 대한 원인을 품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지배적 브랜드에 대한 원인이 넓

은 유통망이나 과대광고 등에 기인 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로 출시되는 제품과 지배적 브

랜드와의 품질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으므로 지배적

브랜드가 확장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작으므로, 새로운

제품사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따

라서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클 때 보다 브랜드

전환이 일어나기 쉽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반대로,

확장제품군 내 기존 브랜드들 간의 품질차이가 다소

클 경우 타 브랜드정보는 소비자에게 제품평가에 의

미 있는 정보가 되지 못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

자들은 경쟁브랜드 대비 품질차이가 큰 지배적 경쟁

브랜드에 대한 신념을 굳히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관

련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Aaker와 Keller34)의 연

구에서 상표확장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모상표의

지각된 품질수준이 높고, 모상표와 확장제품간의 유

사성이 높은 경우에만 나타났다. 반면 Keller 와

Aaker35)의 연구에서는, 상표확장이 상이한 제품범주

로 이루어 졌을 때에도 핵심상표의 품질이 높게 인

식되고 있는 경우에 여전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수진 외36)는 의류제품 구

매 시 의류점포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점포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지각된 서비스품

질은 점포충성도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상인과 황선진37)은 Kano모델 및

PCSI지수를 통해 의류점포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품질요소

를 범주화하였다. 또한 박현희38)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의 사전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품질이 높을수록

패션상품과 서비스의 기획의도를 시각적 요소에 의

해 연출ㆍ관리하는 통합적 활동인 VMD에 대한 인

지와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4. 자기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기관(self-construal)이란 자아에 대한 개

인의 관점 및 자아도식(self-schema)의 구조를 의미

한다.39) 일반적으로 자기관은 Markus, Kitayma40)의

문화 속의 구성원이 지닌 인지, 동기, 정서등의 심리

학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인 자기(self)를 이용하여 주

로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indepnedent-interde-

pendent self)로 구분된다. 먼저 독립적 자기관은 개

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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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패션제품군에

대한 호의도

경쟁브랜드 간 지각된 품질차이

-높게 지각하는 경우

-낮게 지각하는 경우

소비자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확장된 패션제품군내

지배적 경쟁브랜드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림 1> 연구모형

이 내부의 기준에 따라 형성되며, 자아를 집단과 독

립적으로 지각하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와 성취를

중시한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란 집단주의 성

향이 강한 이들로 개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외부

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다수의 견해에 따르려는 성향을 가진

다.41)

자기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an과

Shavitt42)의 연구에서 독립적인 자기관이 강한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개인의 혜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인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이 강한 한국소

비자들의 경우에는 집단의 혜택을 강조하는 메시지

가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같은 문화 내에서도 개인

을 둘러싼 여러 상황적인 요인을 통해 자기관이 다

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Briley et al.43)의 연구에서는 자기에 대한 지각은 문

화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특수

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다양하

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자기관에 대한 문제는 국가나 문화 같은

거시적 환경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

유한 특성 차원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보면, 황

윤용44)의 연구에서 독립적자기관이 강한 소비자들은

기업이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 스

스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속성정보(attribute in-

formation)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자기

관이 강한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되

어 신뢰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합의성 정보

(consensus information)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 전대근과 이은영45)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

향에 따른 패션브랜드 동조행동을 연구했는데, 그 결

과 주관적 개인주의 차원이 높을수록 패션브랜드 동

조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탔다. 또한 심정희46)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집

단의 경우 의복에서 대담한 이미지를 추구하였고, 집

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여성스런 이미지와

수수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인 자기관에 따라 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

을 평가하는데 지배적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고/저)×자기관(독립적/상호의존적)의 3

원 혼합요인설계이다. 이 때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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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 내 변인이고 지배적 브랜드와 소비자 자기

관은 집단 간 변인이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

림1>과 같다.

2. 연구가설
가설1.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는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가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장제품시장의 경쟁

브랜드 간 품질차이와 소비자 자기관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3.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경

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대상 품목선정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이 될 확장제품 및 모제품

을 선정하기 위해 패션전문지 패션채널47)등의 자료

를 조사하고, 인지도가 높은 여성의류브랜드 5개의

브랜드명(타임,마인,미샤,오브제,지고트)을 조사하였

다. 이것을 15명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와 호감도를 조사해 평균이 가장 높은 ‘타임(Time)’

을 모 브랜드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확장제품군은

요즘 소득수준의 향상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패션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제품군

으로 확장제품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전문지

인 패션채널을 조사하여 최근 패션시장에서 가장 활

발하게 출시되는 기능성 제품으로 ‘워킹슈즈’가 선정

되었다.48)

4. 측정도구
1) 지배적 브랜드

본 연구에서 지배적 브랜드란 패션브랜드(타임)

확장 시 확장제품군(워킹슈즈) 내에서 가장 높은 선

호도와 시장점유율을 갖는 브랜드를 말한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해 전성률과 허종호49)의 연구를 토대로 지

배적 브랜드 존재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였다. 즉, 확

장된 패션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는 조건

에서는 의류브랜드 ‘타임’에서 ‘워킹슈즈’ 제품시장에

확장을 하는 경우 기존 워킹슈즈 시장에 브랜드들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뚜렷한 선두

브랜드인 ‘MBT’가 존재한다는 설명이 제시된 신문기

사가 제공되었다. 반면 확장된 패션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의류브랜드 ‘타

임’에서 ‘워킹슈즈’시장으로 진출 시 기존 워킹슈즈

시장에 브랜드들의 시장점유율은 엇비슷한 상황이며

뚜렷한 선두 브랜드는 없는 실정이라는 설명을 제시

하는 신문기사가 제공되었다.

2) 확장된 패션제품군내 브랜드 간 품질차이

본 연구에서 확장된 패션제품군 내 브랜드 간 품

질차이란 패션브랜드 확장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확

장제품군내 브랜드 간 품질정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Jun50)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품질차이가 큰 조건에서는 확장된 패션제품시

장에 경쟁중인 3개 브랜드의 품질점수 그래프와 함

께 96점에서 58점의 범위로 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제시되었고, 품질차이가 작은 조건에서는 73점에서

75점의 범위로 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제시되었다.

3) 자기관

본 연구에서 자기관이란 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

을 평가할 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개인의 관점 및 자기도식의 구

조를 말한다.51)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도형52)의 연

구에 사용된 독립적 자기관 5문항과 상호의존적 자

기관 5문항인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각 차원별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의 자기

관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좀 더 엄격한 분류

를 두기 위해 두 차원들의 평균차이가 2미만인 값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집단 49.6%(112명),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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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유형 N Mean(SD) t값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브랜드

무 109 1.74(0.62)
31.03***

유 117 4.27(0.59)

*** P <.001

<표 1>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 유무에 따른 차이

기사유형 N Mean(SD) t값

확장제품군 내 경쟁

브랜드 간 품질차이

고 226 4.62(0.48)
59.52***

저 226 1.77(0.53)

*** P <.001

<표 2> 확장제품군 내 경쟁 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대한 차이

집단 50.4%(114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4) 확장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는 확장제품에 대해 얼마나 좋은 감정을 느끼

는 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Taylor et a

l.53)의 연구에 사용된 호감도 두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

과 호의도를 묻는 두 문항간의 Cronbach α 계수는

0.80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5.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패션의류를 구매하는 20-40대

여성 280명이었다. 피험자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한 그룹(117명)은 패션 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내 지배적 브랜드가 있을 때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의 2개의 기사가

첨부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한 그룹

(106명)은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없을 때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의 2

개의 기사가 첨부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였다. 또한

두 그룹모두 자기관에 대한 문항에 답하였다. 확장제

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고/저)로 4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며,

총 226부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세 독립변수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

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해 단순상호작용 분석과 단순주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독립변인의 점검

1)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 유무에 대

한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 피험자가 확장제품군내 지배적 브랜

드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워킹슈즈

브랜드 중 ‘MBT’브랜드의 시장점유율과 선호도가 가

장 높다는 기사를 보여주어 이 시장에 지배적 브랜

드가 존재한다고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결과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는 경우와 지배적 브랜

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간 유의한 차이(t=31.0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확장제품군 내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대

한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 피험자가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를

높거나 낮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의

기존 워킹슈즈 브랜드(MBT,RYN,엠에스존)의 품질

차이 그래프를 제공하여, 품질을 크게 느끼는지 작게

느끼는지 5점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경쟁

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간에



服飾 第61卷 10號

- 96 -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집단간

지배적브랜드(A) 10.71 1 10.71 11.72**

자기관(B) 5.26 1 5.26 5.76*

A*B 1.12 1 1.12 1.23

오차 203.79 223 0.91 -

집단내

브랜드 간 품질차이(C) 11.79 1 11.79 56.91***

A*C 0.86 1 0.86 4.15*

B*C 0.59 1 0.59 2.86

A*B*C 1.00 1 1.00 4.84*

오차 46.20 223 0.21 -

전체 - 226 - -

*P<.05, **P<.01, ***P<.001

<표 3>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의 3원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브랜드 간 품질차이 at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유) 3.32 1 3.32 17.73***

오차 21.72 116 0.19 -

브랜드 간 품질차이 at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무) 9.33 1 9.33 38.97***

오차 26.08 109 0.24 -

*** P<.001

<표 4>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대한 단순주효과분석

유의한 차이(t=59.5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2).

2. 가설1에 대한 결과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는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배적 브랜

드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1은 지지되었다

(F=11.72, P<.01).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는 경우(M=2.66)보다 존

재하지 않는 경우(2.96)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

지 않을 때 보다 존재할 때 확장제품에 대해 비 호

의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주태욱(2008)54)의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즉 지배적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는 사실은 브랜드에 대한 지각 품질이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Hellofs(1999)5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들은 새로 확장된

제품보다는 지배적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

랜드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율

적임을 시사한다.

3. 가설2에 대한 결과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유무가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확장제품시장의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와 소비

자 자기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배적 브랜드와 경

쟁브랜드 간 품질차이(F=4.15, P<.05)간에 확장제품

에 대한 호의도에 있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배적 브랜드와 소비자

자기관(F=1.23, N.S)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는 부분 지지되었으며,

상호작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이원 단순 주효과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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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5

호
의
도

유 무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브랜드

2.78

3.17

2.54

2.76

고 저

브랜드 간 품질차이

<그림 2> 지배적 브랜드, 브랜드간 품질차이가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표 4>의 결과에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와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 간의 상호작용 출처를 살펴보

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는 경우(F=17.73, P<.001)

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F=38.97, P<.001) 모두 확장제

품에 대한 호의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확장제품

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있을 때, 경쟁브랜드 간 품질

차이가 큰 경우(M=2.54)보다 작은 경우(M=2.78)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마찬가

지로 지배적 브랜드가 없을 때, 경쟁브랜드 간 품질

차이가 큰 경우(M=2.76)보다 작은 경우(M=3.17)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 하더라도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작을 경우 지배적 브랜드의 품질수준을 타 브랜드의

품질수준과 비슷하게 인식하므로 확장제품군 내 지

배적 브랜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클 경우

소비자들은 지배적 브랜드의 품질수준을 타 브랜드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지배적 브랜

드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으므로 확장제품군 내 지

배적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존재 할

경우 확장제품군 내 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확장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전성률 외56)

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패션브랜드 확

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는 경

우에도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크지 않다는 정보

를 줌으로써 지배적 브랜드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가설3에 대한 결과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경쟁브랜드 간 품

질차이가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3>의 결과에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 자기관에 따라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4.84, P<.05) 가설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3원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집단

에서만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F=5.6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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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브랜드 간 품질차이×지배적브랜드 at 자기관(독립적) 0.01 1 0.01 0.05

오차 27.43 112 0.24 -

브랜드 간 품질차이×지배적브랜드 at 자기관(상호의존적) 1.58 1 1.58 5.69*

오차 31.42 113 0.28 -

*P<.05

<표 5> 지배적 브랜드, 브랜드간 품질차이와 자기관에 대한 단순 상호작용효과 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브랜드 간 품질차이 at 지배적브랜드(무) at 소비자

자기관(상호의존적)
9.31 1 9.31 48.15***

오차 10.44 54 0.19 -

브랜드 간 품질차이 at 지배적브랜드(유) at 소비자

자기관(상호의존적)
1.43 1 1.43 7.03*

오차 11.82 58 0.20 -

*P<.05, ***P<.001

<표 6> 지배적 브랜드, 브랜드간 품질차이와 자기관에 대한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

2.3

3.5

호
의
도

유 무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브랜드

2.83

3.41

2.61

2.83

고 저

브랜드 간 품질차이

상호의존적 자기관

<그림 3> 자기관에 따른 지배적 브랜드, 브랜드간 품질차이가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미치는 3원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자

기관이 강한 집단에서의 브랜드 간 품질차이와 지배

적 브랜드 존재유무에 대한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

을 실시한 결과<표 6>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가 없는 경우 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따라 확장제품

에 대한 호의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48.15, P<.001). 또한 지배적 브랜드가 있는 경우

에도 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따라 확장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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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03,

P<.05).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는 확장제품군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할 때

브랜드 간 품질차이가 높은 경우(M=2.61)보다 낮은

경우(M=2.83)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높았고,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브랜드 간 품

질차이가 높은 경우(M=2.83)보다 낮은 경우(M=

3.41)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는 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상호

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는 시장점유율이 높다

는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소

비자보다 지배적 브랜드에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한

다는 전성률 외5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상호

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는 독립적 자기관이 높

은 소비자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다수의

견해를 따르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윤원아 외58)의 연

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패션브랜드 확장

시 소비자를 자기관에 따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하는 브랜드 확장의 경우 지배적 브랜드가 없

는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

냐하면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존재한다

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상호의존

적 자기관이 강한 이들에게 지배적 브랜드가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와 상관없이 확장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예를들어, 모 브랜드와의 유사

성을 강조하거나, 확장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품정

보를 줌으로써, 확장제품에 대한 마케팅 실효성을 거

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유무, 브랜드 간 품질차이, 자기관이 확장제품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확장제품의

호의도에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없을 때 소비자들은

확장된 제품을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확장제품의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장제품시장의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적 브랜드가 존재할 때나 존재하지 않을 때 모

두 경쟁브랜드의 품질차이가 작은 경우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높았다.

셋째,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 경쟁 브랜드

간 품질차이, 자기관에 따른 확장제품의 호의도와 구

매의도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 구

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는 확장

제품군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품질

차이가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 확장제품의 호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

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확장제

품군내 지배적 브랜드 존재여부와 경쟁 브랜드 간

품질차이에 따른 확장제품에 대한 호의도와 구매의

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상호의

존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은 타인의 태도가 반영되어

소속감을 주는 합의성 정보를 더 선호하며,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은 기업이나 판매자가 소비자에

게 전달하여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속성정

보를 더 선호한다는 황윤용59)의 연구를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없는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또한 확장제품시장 내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

이가 클수록 소비자들이 지배적 브랜드의 품질수준

을 타 브랜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식함으

로써 지배적 브랜드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다. 따

라서 자사에서 확장된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지배

적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다. 따라서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군 내 지배

적 브랜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쟁브랜드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지배적 브랜드에 대한 영향을



服飾 第61卷 10號

- 100 -

줄일 수 있다. 그리하여 자사의 확장제품이 지배적

브랜드를 앞지르기 위해 기존 제품군에서 소비자들

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기준이나 차별적 속

성들을 제시, 가격전략, 광고전략 등을 통한 새로운

범주나 하위범주를 창출해 그 안에서 전형성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자기관에

따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상호의존

적 자기관이 높은 청소년층이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배적 브랜드가 없는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이 상대적

으로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확장제품에

대한 모 브랜드와 유사성 강조나 확장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실제브랜드(타임)를 사용하였지만 피험자의 타

임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상의 모 브랜드를 사용

해 피험자에게 인지도를 동일하게 숙지시키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패션업체의 경쟁구도를

확장제품군 내 지배적 브랜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만 나누었는데, 그 외 과점경쟁, 독점적 경쟁

같은 여러 브랜드들이 지배적인 시장을 이루는 경우

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경쟁구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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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자극물 유형1> 지배적 브랜드 유 ×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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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물 유형2> 지배적 브랜드 무 × 경쟁브랜드 간 품질차이 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