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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fit and brand transfer on extension evaluation 
in luxury fashion brands. The instrument for this research wa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ased on a previously 
developed scale.  The variables addressed in this scale included perceived fit, brand value for both parent brand (clothing) 
and extension brand (home line), extension brand association, and purchase intention of the product in extension brand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comprised of 215 female consumers between the ages of 19 and 51 demographically 
distributed nationwid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via SPSS 12.0. Findings showed that brand value consisted of two factors: cognitive and hedonic value in luxury 
fashion brands.  Parent brand valu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ived fit with a positive effect on brand association 
and hedonic value in extension brands. With respect to brand transfer, cognitive value of the parent brand increased 
the extension brand’s cognitive value, while hedonic value of the parent brand increased the extension brand’s hedonic 
value. In addition, purchase intention of the product in the extension brands was determined by the perceived fit and 
hedonic value of extension brand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managerial implications for marketers in developing 
effective luxury brand extensions into new product categories, which leads to a synergy effect in building brand equity 
in the luxury fash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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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물질적 풍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점점 향상시킴과 동시에 럭셔리 소비의 새로운 수요를 증

가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럭셔리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연간 16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Kim, 
2007), 더욱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아시아 시장

의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중요한 럭셔리 시장으로 떠

오르고 있다(Chang, 2009). 한국의 경우 명품으로 불리

는 수입 브랜드 시장은 약 2조 5000억~3조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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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수입브랜드에 주도되고 있다 

(Kim et al., 2010). 또한, 명품의 의미가 확대되어 하나

의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을 정도로 (Eom, 2005; Hong & Kim, 2007), 한국의 럭

셔리 브랜드 시장의 잠재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럭셔리 패션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기존 브랜드의 럭셔리 가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라인으로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면, 랄프로렌(Ralph Loren)은 의류부터 가구를 포함

한 다양한 홈패션 상품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

션브랜드이다. 디자이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 또한 

럭셔리 가치를 반영한 침구, 가구, 접시 등의 홈라인으로 

브랜드 확장을 전개하고 있어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확장

브랜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Feiereisen, 2011; 
Kim & Brandon, 2010).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패션마케

팅 분야의 연구자나 실무자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 관심

을 갖기 시작했으며, 효과적인 브랜드 확장전략을 통한 

브랜드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Kapferer 
& Bastien, 2009; Keller, 2009; Kim & Brandon, 2010; 
Ko & Oh, 2009). 

2000년대 초기에 시작된 럭셔리 브랜드에 관한 국내연

구의 대부분은 럭셔리 소비의 동기적 관점에서 물질주의 

또는 과시적 소비성향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Cho & Kim, 2004; Choi, 2003; Eom, 2005; Hong & 
Kim, 2007). 최근,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기능적, 경험적 

또는 쾌락적, 상징적 측면을 포함한 럭셔리 브랜드가 갖

는 고유의 가치와 자산을 개념화하면서 브랜드 확장 가능

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Berthon et al., 2009; Choi & 
Rhee, 2004; Fionda & Moore, 2009); Hagtvedt & 
Patrick, 2009; Raggio & Leone, 2009; Truong et al., 
2009; Tsai, 2005). 

일반적으로 브랜드 확장은 모브랜드 가치를 이용함으

로써 브랜드 자산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

에 갖는 문제 중의 하나는 기존의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

가 불분명해지는 희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는 지각된 

적합성이 브랜드 확장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히

고 있다(Aaker & Keller, 1990; Mao & Krishnan, 2006; 
Salinas & Perez, 2009).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갖는 고유의 배타성 또는 브랜드 정체성이 강하

게 지각되기 때문에 (Fionda & Moore, 2009; Monga & 
John, 2008)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확장상품에 대해 부정

적인 경험을 할 때, 희석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

다고 한다 (Keller & Sood, 2003; Pullig et al., 2006).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이미지 적합성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Uggla 
& Åsberg, 2010). 

또한, 브랜드 확장 연구의 주요 관심은 브랜드 확장의 

효과로써 확장 후 모브랜드의 품질지각 또는 브랜드 확장

에 대한 태도를 예측해왔다 (Aaker & Keller, 1990; 
Batra et al., 2010; Chowdhury, 2007; Grime et al., 
2002; Kim & Brandon, 2010). 그러나,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과도한 브랜드 확장은 오히려 그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Moore & Birtwistle, 2005), 브랜드 가치 차

원 즉 인지적 관점의 품질지각과 실용적 가치, 또는 경험

적 관점의 쾌락적 또는 감성적 가치에 따라 확장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Hagtvedt & Patrick , 
2009; Martin et al., 2005; Uggla & Åsberg, 2010). 이러

한 연구들은 다소 불일치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브랜드 확장연구는 대중브랜드 또는 가상

브랜드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 전

이에 의한 럭셔리 확장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럭셔리 브랜

드를 초점으로 확장에 대한 적합성과 가치전이 효과를 진

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의류에서 홈라인으로 확

장된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지각한 적

합성과 브랜드 가치전이가 어떻게 확장브랜드 평가에 영

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는 첫째, 소비자가 지각한 럭셔리 브랜드 가치 차원을 밝

히고 모 브랜드와 확장브랜드를 비교한다. 둘째, 지각된 

적합성과 모 브랜드 가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확장브랜

드 연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모 브랜드 가치

와 지각된 적합성이 확장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여 브랜드 전이과정을 알아본다. 넷째, 확장브랜드의 

제품구매의도의 결정변인을 예측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럭셔리 브랜드 가치

럭셔리(Luxury)는 아주 뛰어나거나 널리 알려진 대상, 
예술품, 또는 상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물리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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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개념 또는 라이프스타일로 정체성, 철학, 문화 

등을 포함한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

다 (Okonkwo, 2009). 럭셔리는 일반 제품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제품의 톡특성과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내포

된 특징을 가지며, 배타성(exclusivity)을 강조하고 있다 

(Choi & Rhee, 2004; Okonkwo, 2009). 따라서, 럭셔리 

제품은 특정고객을 위한 장인정신에 의한 생산, 감성적인 

이미지 표현, 고품질에 의한 고가격 및 제한된 유통전략

의 특징을 갖는다(AΪt-Sahalia et al., 2004; Keller, 2009; 
Okonkwo, 2009). 

비즈니스 맥락에서 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소비

자가 브랜드에 반응하여 형성된 브랜드 의미 또는 이미지

를 말하며,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하위 구성요소이다

(Keller, 2009; Kim et al., 2009; Raggio & Leone, 
2009). 럭셔리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기능

적 가치, 쾌락적 가치, 상징적 가치로 분류되고 있다. 
Berthon et al. (2009)는 럭셔리 브랜드 가치를 기능적, 
경험적, 상징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적 차원은 브

랜드가 갖는 물리적 성능과 품질을 포함하며, 경험적 차

원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로써 감정에 의해 경험된 브랜드

의 쾌락적 가치이며, 상징적 차원은 사회적 영역으로 다

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브랜드 명성, 우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럭셔리 브랜드 가치는 프리스티지를 준거점

으로 지각된 품질, 독특한 가치, 쾌락적 가치, 사회적 가

치, 과시적 가치 수준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Vigneron & 
Johnson, 2004). 또한, Hagtvedt & Patrick (2009)에 의

하면 럭셔리 브랜드는 개념적으로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Tynan et al. 
(2010)의 탐색적 연구에서는 실용적 가치는 모든 럭셔리 

제품군(자동차, 패션의류, 백화점)에 필수적이며, 상징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는 제품에 따라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한편, Uggla & Åsberg (2010)에 의하면 럭셔리 브랜

드의 핵심이점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감성적 수준

에서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는 쾌락적 가치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Kim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가치는 표현적/사회적 가치, 감성적 가치, 실용적 

가치로 분류되지만, 이 중 감성적 가치가 유통 채널별 브

랜드 충성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지지하는 Kim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경험적 

욕구는 럭셔리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

혀 럭셔리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이와 같이, 럭셔리 브랜드 가치는 실용적, 경험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구조로 제시되고 있으

며, Keller (2001)가 제시한 소비자가 브랜드에 반응하는 인

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인지적 관점에

서 브랜드의 기능적 가치는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
을 초점으로 제품의 우수성(superiority) 또는 탁월함

(excellence) 및 명성에 대한 소비자 판단의 총체적 평가

로 보고 있는데 (Berthon et al., 2009; Zeithaml, 1988), 
이는 Keller(2001)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판단

(cognitive judgement)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감

성적 측면에서 럭셔리 브랜드는 감정 또는 즐거움과 연

결된 경험적, 쾌락적 가치를 제공하며, 이러한 쾌락적 

가치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2. 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 

브랜드 확장(brand extension)은 다른 상품군으로 진입

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또는 잘 알려진 상표명을 사용하

는 전략이다. 브랜드 정체성이 뚜렷하고 잘 알려진 브랜

드의 확장은 브랜드 연상과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

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전략적이며 성공가능성

이 크다 (Keller, 2009; Milberg et al., 1997; Okonkwo, 
2009; Salinas, & Perez, 2009). 특히, 소비자가 모 브랜

드에 대한 잘 알고 있거나 친숙하면 다른 제품으로 확장

된 브랜드를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Dacin 
& Smith, 1994), 럭셔리 브랜드 확장전략은 매우 긍정적

이라고 본다.
브랜드 확장과정에서 지각된 적합성은 모 브랜드와 확

장브랜드 사이의 차이를 연결해주는 전략적인 요소이다. 
지각된 적합성(perceived fit)은 소비자가 새로운 확장브

랜드에 대해 모 브랜드와 일치한다 또는 유사하다고 지각

하는 정도를 말한다 (Martinez & Chernatony, 2004; 
Salinas, & Pérez, 2009). 일반적으로 브랜드 확장시 지각

된 적합성은 구체적인 물리적 특성과 추상적인 측면에서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의 제품간 일치성과 이미지간 유

사성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Grime et al., 2002; 
Iyer et al., 2011; Park et al., 1991). 

이러한 지각된 적합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모 브랜드

와 관련되며, 브랜드 확장의 긍정적 평가에 결정적인 선

행변수로 밝혀져 왔다 (Aaker & Keller, 1990; M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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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hnan, 2006; Reddy et al., 2009; Salinas & Pérez, 
2009). 예를 들면, Salinas, & Pérez (2009)에 의하면 초

기의 브랜드 이미지는 확장시 이미지 적합성에 정적인 효

과를 보임으로써 확장브랜드 태도를 증가시킨다고 밝혔

다. 특히, 이미지 수준에서 일치성은 일반 브랜드보다 럭

셔리 브랜드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총체적인 브랜드 연상

과 관련되어 있다 (Monga & John, 2008; Park et al., 
199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a.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은 모

브랜드 가치와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브랜드와 관련되어 새로운 제품범주가 

적합하다고 인식되면 브랜드 연상이 촉진되어 확장에 대

한 더욱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제시되고 있다 

(Iyer et al., 2011; Lockhart & Ford, 2005; Salinas, & 
Pérez, 2009). 그러나, 적합성이 낮게 인식되면 브랜드 연

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브랜드 연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

이 크다고 한다 (Aaker & Keller, 1990; Milberg et al, 
2010). Dacin & Smith (199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제품

으로 확장하는 경우 브랜드 연상의 호의성(favorability 
of association)과 더욱 관련되어 더욱 확장브랜드 품질평

가에 긍정적이라고 밝혀 지각된 적합성이 확장브랜드 연

상을 돕는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럭셔리 브랜

드 확장에서도 지각된 적합성은 모 브랜드와 관련하여 브

랜드 연상의 기억과 강도를 증가시키며 확장브랜드에 더

욱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Uggla 
& Åsberg, 2010). 이와 같이, 브랜드 확장과정에서 럭셔

리 브랜드는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가 확장에 대한 적합성을 지

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 브랜드 연상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b.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 브랜드 연상을 증가시킬 것이다. 

3. 브랜드 가치 전이

일반적으로 브랜드 확장 맥락에서 모브랜드의 영향력

은 명확히 긍정적이며, 많은 연구에서 브랜드 확장의 성

공 여부는 종종 확장된 새로운 제품에 미치는 모브랜드의 

영향력에 근거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Batra et al., 2010; 
Dacin & Smith, 1994; Aaker & Keller, 1990; Grime et 
al., 2002). 브랜드 확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모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 신념과 우호적 태도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 브랜드에 대한 가치 

또는 자산이 브랜드 확장시 전이됨으로써 브랜드 자산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Keller, 2009; Martin et 
al., 2005; Pitta & Katsani, 1995). 

인지적 관점에서 품질지각은 확장브랜드 평가시 중요

한 브랜드 가치로 밝혀지고 있다 (Chowdhury, 2007; 
Sunde & Brodie, 1993).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럭셔리 

브랜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품질 연상이 확장브랜드로 

전이됨으로써 모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은 확장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 (Martin et al., 
2005; Uggla & Åsberg, 2010). 특히, 럭셔리 브랜드 확

장의 경우 모 브랜드로 인해 품질지각이 증가하며 (Park 
et al., 1996; Uggla & Åsberg, 2010), 이는 모 브랜드의 

품질가치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지각된 적합성이 매개되

면 확장에 대한 더욱 우호적인 소비자 평가를 얻을 수 있

게 된다 (Reddy et al., 2009; Salinas & Pérez, 2009). 
Alex (2011)에 의하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확

장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 명성 및 신

뢰와 같은 상징적 가치 또한 확장브랜드로 전이되고 있음

을 논의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 가치 전이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가 없으나 상기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모브랜드의 인지적 

가치는 확장브랜드의 인지적 가치를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쾌락적 가치는 인지적 가치에 비해 브랜드 확장 

성공에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Hem & 
Iversen, 2003; Keller, 2001; Kim et al., 2009; Kim & 
Brandon, 2010). 럭셔리 브랜드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브랜드 확장을 위한 쾌락적 가치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데 (Hagtvedt & Patrick , 2009; Kim & Brandon, 2010), 
럭셔리 브랜드가 갖는 “쾌락적 잠재성(hedonic 
potential)”은 일반 브랜드에 비해 높게 연상되며, 확장 가

능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Hagtve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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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 , 200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b.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모브랜드의 쾌락적 

가치는 확장브랜드의 쾌락적 가치를 증가

시킬 것이다.

한편, 감성적 관점에서 확장 후 이미지 “희석효과

(dilution effect)”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 확

장시 이미지 일치성이 필수적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Ahn 
& Li, 2006; Martinez & Chernatony, 2004). 예를 들면, 
Broniarczyk & Alba (1994)에 의하면, 제품의 물리적 유

사성 보다는 전반적인 이미지 유사성이 확장브랜드에 우

호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지지하는 Salinas, 
& Pérez (2009)의 연구에서도 제품보다는 이미지 적합성

이 확장브랜드의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

혔다. 이와 같이, 지각된 적합성은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

가 새로운 확장제품으로 전이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aker & Keller, 1990; 
Milberg et al., 201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2c.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다.

4. 확장제품 구매의도 

브랜드 확장의 궁극적 목표는 모 브랜드의 자산을 이

용하여 확장제품의 구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Aaker & Keller, 1990; Pitta & Katsani, 1995; Uggla 
& Åsberg, 2010). Salinas, & Pérez (2009)는 소비자가 

모 브랜드에 대해 더욱 우호적으로 연상할 때 새로운 확

장제품을 구매하는데 더 좋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제

시하였다. 특히, 패션제품의 경우 모 브랜드 이미지는 확

장제품 구매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Martinez & 
Chernatony, 2004). 그러나, Hem & Iversen (2003)의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모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관계는 확장 

브랜드 평가에 부적효과가 나타나며, 이를 지지하는 

Alex (2011)의 연구에서는 모 브랜드 감성은 확장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모 브랜드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불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가설을 설정

한 바와 같이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확장제품으로 모 브

랜드 가치가 전이되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a.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시 모브랜드의 가치

는 확장제품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브랜드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Batra et al 
(2010)에 의하면 적합성이 더 크게 지각될수록 확장제품 

구매를 위해 확장브랜드에 대한 지각과 선호도가 증가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럭셔리 브랜드에 초점을 둔 

Fu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하

고 있는 소비자는 이미지 일치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

에 지각된 적합성이 확장브랜드에 대한 구매태도에 결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3b.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제품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확장제품 구매의도는 확장 브랜드 자산에 대한 행동적 

요소로써 (Kim & Brandon, 2010; Keller, 2001), 모 브

랜드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전이되어 더욱 호의적인 브랜

드 태도가 형성된다면, 그 확장브랜드 대한 반응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Kim & Brandon (2010)
의 연구에서는 확장브랜드의 인지/연상, 지각된 품질과 

감성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며, 특히 감성적 가

치가 구매의도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경우 감성적 요소가 브랜드 충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Kim et 
al., 2010; Kim et al., 2009; Kim et al., 201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c. 럭셔리 확장브랜드의 가치는 확장제품 구매

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질문지 개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질문

지가 개발되었다. 지각된 적합성은 모브랜드(의류제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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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브랜드(홈라인제품)의 전반적인 유사성(similarity)과 

일치성(consistency)을 평가하는 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Matinez & Chernatony, 2004; Salinas, & Pérez, 2009). 
럭셔리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품질 및 기능성, 감
성적, 상징적 측면을 포함한 브랜드 가치 12항목을 개발

하였고 (Berthon et al., 2009; Kim et al., 2009), 모브랜

드와 확장브랜드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
한, 브랜드 확장을 평가하기 위해 확장브랜드 연상 3항목

과 확장제품 구매의도 1항목을 개발하였다 (Keller, 
2001; Kim et al., 2009). 모든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인구통

계적 변인(연령, 월수입, 교육수준, 결혼여부, 거주지역)
을 포함시켰다. 

럭셔리 확장브랜드 선정을 위해 응답자들에게 의류제

품 럭셔리 패션브랜드 (모브랜드)에서 홈라인 제품(가구, 
침구류, 홈패브릭, 인테리어소품 등)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럭셔리 상표 1개를 적도록 요구하였다. 응답자들에 의

해 제시된 브랜드는 럭셔리 패션브랜드로써 현재 홈라인

이 확장되어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총 16개 브랜

드(겐조, 구찌, 닥스, 랄프로렌, 루이비통, 미소니, 베르사

체, 샤넬, 시슬리, 아르마니, 앙드레김, 에르메스, 에트로, 
엘르, 이상봉, 펜디)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 주요고객이며 

홈라인 제품에 대한 관여가 높아 구매 가능성이 있는 여

성 소비자로 한정하였다. 자료는 서울과 5대 광역시(부
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및 전국(경기, 충청, 전라, 경
상)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럭셔리 확장브랜드에 대한 구

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로부터 얻었으며 총215명의 표본이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19-58세 범위

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35.7세이다. 월평균 수입

은 600만원-800만원은 전체 응답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800만원이상은 24.6%로 응답자의 과반수

(52.1%)가 월수입 6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에 해당되었

다. 학력은 전문대 포함 대학교 졸업이 36.6%이며, 대학

교 재학 (36.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기

혼(54.9%)이 미혼(45.1%)보다 약간 많은 분포를 보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평
균, 표준편차)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측정

항목간 내적 일치도를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의 가치 차원을 밝히기 위해 

Varimax회전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가치 비교를 위해 대

응표본 t-검정과 브랜드 확장에 대한 지각된 적합성 효과

와 모브랜드 가치 전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

1) 럭셔리 패션브랜드 가치 

소비자가 지각한 럭셔리 패션브랜드 가치 차원을 밝히

기 위해 12개 항목의 모 브랜드와 확장브랜드에 대해 각

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의 

일치된 항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요인 부하량이 .50이하

인 4개항목이 제거되었다.  <Table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럭셔리 패션브랜드 가치는 아이겐 값 1기준에서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57~ .88 (모 

브랜드)과 .60~.88(확장브랜드)의 범위에 있으며, 두 요인

은 모 브랜드에서는 전체변량의 61.96% , 확장브랜드에

서는 전체변량의 68.72%를 각각 설명되고 있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신뢰할 만한 범위에 있어 (.73~ 
.86), 럭셔리 패션 브랜드 가치 측정에 대한 타당도와 신

뢰도가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품질, 내구성, 기능성

의 브랜드 물리적 성능과 품질과 관련된 기능적 가치와 

관련된 3개 항목과 신뢰 및 명성의 브랜드 상징적 가치와 

관련된 2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럭셔리의 기능적 

가치 또는 상징적 가치는 럭셔리가 갖는 본질적 속성으로

써(Berthon et al., 2009; Vigneron & Johnson, 2004) 소
비자들의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브랜드 가치임

을 함축하고 있어 “인지적 가치”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브랜드를 통한 즐거움, 기쁨 등의 감정에 의한 쾌락적 경

험과 관련된 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쾌락적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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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luxury fashion brand value in parent and extension brands

Factors and items
Factor loadings

Parent brand
(Clothing)

Extension brand
(Home Line)

Cognitive value (α=.81) (α=.84)
 This brand is reliable. .86 .71
 This brand is good quality. .78 .82
 This brand is functional. .76 .73
 This brand is durable. .62 .88
 This brand has a good reputation. .57 .60
Hedonic value (α=.73) (α=.86)
 This brand is one that I enjoy. .88 .84
 This brand makes me feel good. .82 .85
 This brand gives me pleasure. .61 .88
Total Variance (%) 61.94 68.72

<Table 2> Result of paired t-test for luxury brand value between parent and extension brands

Brand value factors

Means (S.D)

t-valueParent brand
(Clothing)

Extension brand
(Home Line)

Cognitive value 3.69 (0.61) 3.66 (0.59) 1.37

Hedonic value 3.11 (0.68) 2.99 (0.82) 0.38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ceived fit and brand association 

Variables and items
Factor 

loadings
Means(S.D) Cronbach’ s α

Perceived fit .81
 very different- very similar .91 3.32(.87)
 unlikely to be consistent –likely to be consistent .91 3.35(.73)
Brand association
 I can recognize this brand among other brands. .88 3.45(1.00) .83
 I can easily recall the characteristic of this brand. .87 3.32(1.06)
 I can quickly recall the symbol or logo of this brand. .83 3.52(1.00)

명명하였다.  
럭셔리 브랜드 가치에 대해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

의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지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모두 모 브랜드가 확장브랜드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럭셔리 브랜드가 의류제품에서 홈라인으로 

브랜드 확장 후에도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

하고 있다.

2) 지각된 적합성과 확장브랜드 연상

먼저 지각된 적합성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하

나의 성분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으며, 총 분산의 

83.88%을 차지하여 내용 타당도가 있음을 판단하였으며 

Cronbach’ α 값은 .81로 신뢰할 만한 범위에 있었다. 또
한, 확장브랜드 연상 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성분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83~.88 
범위에 있었다. 한 개 성분이 총 분산의 74.7%를 설명하

고 있으며, Cronbach’α 값은 .83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

해 내용 타당도와 신뢰할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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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perceived fit and extension brand association

Perceived fit
Std. Beta (t)

Extension Brand   
Association
Std. Beta (t)

Hypotheses Testing

Parent brand value   
 Cognitive value    .39(4.97)*** .07(0.42)  H1a: Supported
 Hedonic value    .30(3.78)***   -.24(-1.48)

Perceived fit     .62(3.84)***  H1b: Supported
 
Regression Model Statistics
F-value  32.51***  5.71**
Sig.  .000  .003
R² .34 .32
Adjusted R² .33 .27
Note: **p<.01, *** p<.001

2.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

모브랜드 가치가 지각된 적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브랜드

의 인지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요인 모두 지각된 적합성

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F=32.51, p<.001, Adjusted 
R²=.33). 이러한 결과는 모 브랜드와 관련되어 확장에 대

한 적합성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지적 

가치가 쾌락적 가치보다 더 큰 영향를 줌으로써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연상과 연결되어 이미지 적합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이러한 경

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결과(Salinas, 
& Pérez, 2009; Park et al., 1991)와 일치하면서 가설 1a
를 지지되었다. 

또한, 지각된 적합성이 확장 브랜드 연상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적합성이 확장브랜드 연상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 .62, t=3.84, p<.001). 이

러한 결과는 지각된 적합성은 모브랜드와 관련하여 확장

브랜드 연상에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면

서 (Chowdhury, 2007; Lockhart & Ford, 2005; Salinas, 
& Pérez, 2009; Uggla & Åsberg, 2010), 럭셔리 브랜드 

확장의 경우,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나 제품 유사성을 고

려한 적합한 브랜드 확장은 전략 초기에 더욱 빠르고 쉽

게 브랜드 연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

서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3.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시 브랜드 가치 전이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시 브랜드 가치 전이와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적합성, 모브랜드 가치 요

인을 독립변인으로, 확장브랜드 가치 요인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모 브랜드의 인지적 가치는 확장브랜드의 인지적 가치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β=.82, t=6.67, p<.001), 모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가설 2a 를 지지하면서, 품질 또

는 상징성의 인지적 가치전이(Milberg et al., 1997; 
Aaker & Keller, 1990; Pitta & Katsani, 1995, Grime et 
al., 2002)가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브랜드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브랜드의 쾌락적 가치와 지각된 적합성은 확

장브랜드의 쾌락적 가치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며

(F=29.12, p<.001, Adjusted R²=.68), 특히, 모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가 확장브랜드의 쾌락적 가치에 더 크게 영향

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의 쾌락적 잠

재성은 브랜드 확장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논의한 

Hagtvedt & Patrick(2009)의 연구를 지지하면서, 가설 2b
는 채택되었다. 

한편,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브랜드의 쾌락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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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extension brand value 

Extension brand value (Home Line)
Hypotheses TestingCognitive value

Std. Beta (t)
Hedonic value
Std. Beta (t)

Parent brand value (Clothing)
 Cognitive value  .82(6.67)*** -.05(-.53) H2a: Supported 
 Hedonic value -.01(-0.08)     .66(5.92)*** H2b: Supported
Perceived fit -.18(-1.54)    .36(3.56)** H2c: Supported

 

Regression Model Statistics
F-value  17.30***  29.12***
Sig.  .000  .000
R² .59 .70
Adjusted R² .55 .68
Note: **p<.01,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purchase intention of product in extension brands

In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s 

Std. Beta (t)
Hypotheses Testing

Parent brand factors
 Cognitive value .10(.47) H3a: Not supported
 Hedonic value    -.71(-2.92)**
 Perceived fit   .45(2.27)* H3b: Supported
Extension brand factors

H3c: Partially supported Brand association     -.64(-3.77)**
 Cognitive value   .24(1.13)
 Hedonic value     .71(2.75)** 
 
Regression Model Statistics
F-value  4.13**
Sig.  .003
R² .43
Adjusted R² .33
Note: *p<.05,   **p<.01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기능적 가치에는 유의한 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과 관련

된 이미지 수준의 적합성이 브랜드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Broniarczyk & Alba, 1994)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며, 지각된 적합성은 럭셔리 브랜드의 

감정적 또는 쾌락적 가치가 전이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c는 지지되었다. 

4. 확장제품 구매의도

확장제품 구매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모브랜드 요인, 

지각된 적합성, 확장브랜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브랜드 요인 중 쾌락적 가치

는 구매의도에 부적효과를 보이며 (β=-.71, t=-2.92, 
p<.01), 인지적 가치는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

의 모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관계는 브랜드 확장에 긍정적

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제시한 연구와 일치하며 (Hem 
& Iversen, 2003; Alex, 2011), 소비자는 럭셔리 모브랜

드에 대한 쾌락적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확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가설 

3a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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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각된 적합성이 확장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 (β=.45, t=2.27, p<.05), 지각된 적합

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브랜드 확장 후 확장제품의 구매의

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설 3b는 지지되면서, 럭
셔리 브랜드에서도 선행연구에서(Batra et al., 2010; Fu 
et al., 2009) 제시된 지각된 적합성 효과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다. 
확장브랜드 요인 중 쾌락적 가치는 확장제품 구매의도

에 유의하게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브랜드 연상은 구매

의도에 부적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

의 쾌락적 가치가 확장브랜드 구매태도에 큰 효과를 보인

다는 연구와 일치한다(Kim et al., 2010; Salinas & 
Perez, 2009; Hagtvedt & Patrick , 2009). 그러나, 확장

브랜드의 인식/연상, 인지적, 감성적 태도가 모두 구매의

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데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불일치 하고 있다

(Aaker & Keller, 1990; Kim & Brandon, 2010; Kim et 
al., 2009). 따라서, 가설 3c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럭셔리 확장브랜드를 초점으로 의류에서 홈

라인으로 브랜드 확장시 지각된 적합성 효과와 브랜드 가

치 전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브랜드 확장의 이론 확대와 

전략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럭셔리 브랜드 가치는 기능적, 상징적, 
쾌락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

진다고 제시되고 있다(Berthon et al., 2009; Hagtvedt & 
Patrick, 2009; Uggla & Åsberg, 2010; Vigneron & 
Johnson,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의 

품질과 상징성이 같은 차원으로 나타나 인지적 가치와 쾌

락적 가치의 양면적 구조를 보였다. 이것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명성 또는 신뢰와 같은 상징적 속

성은 품질 또는 물리적 성능과 연결되어 (Berthon et al., 
2009; Tsai, 2005), 소비자로 하여금 인지적 판단에 의해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 근

거한 인지적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에 의해 반응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지하였다 (Hagtvedt & Patrick, 
2009; Keller, 2001; Kim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인

지적, 쾌락적 접근을 통한 럭셔리 브랜드 확장 전략의 시

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지각된 적합성과 관련하여, 의류제품에서 홈라인으로 

확장시 모 브랜드의 인지적 또는 쾌락적 가치가 지각된 

적합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확장에 대한 적합성 

지각은 모 브랜드의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지하면

서 (Salinas, & Pérez, 2009), 현재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이미지 수준에서 확장브랜드와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각된 적합성은 럭셔

리 확장브랜드 연상을 향상시키고 있어 모 브랜드와 관련

하여 더욱 브랜드 연상을 호의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럭셔리 마케터들은 초기단계에 빠르게 확

장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의적인 연상을 촉진하기 위

해서 럭셔리 브랜드가 갖는 고유의 가치와 관련된 적합한 

제품군 선택과 이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 전이과정에서 인지적 가치는 모 브랜드에서 확

장브랜드로 전이되고 있으나 구매의도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반면, 쾌락적 가치는 모 브랜드에서 확장브랜드로 

전이된 후, 확장제품 구매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즉, 모
브랜드의 가치가 확장브랜드로 전이되어 브랜드 확장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지각된 적합성은 확장브랜드의 쾌락적 가

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구매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적

합한 확장일수록 쾌락적 가치 전이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

다.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 확장시 품질지각과 쾌락적 가

치의 브랜드 전이가 촉진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필수

적 요소이며, 제품이나 이미지에 적합한 확장 후 럭셔리 

브랜드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쾌락적 가치는 기존고객

을 유지할 뿐 아니라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브랜드 

고객자산에 상승효과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가 모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를 높게 평가

할수록 확장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감소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럭셔리 소비자는 모 브랜드와의 쾌락적 경험은 

직접적으로 확장브랜드의 구매로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매에 대한 적합성과 쾌락적 가

치전이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럭셔리 소비자는 브랜드와의 감성적 관계

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Fu et al., 2009; Hem & 
Iversen, 2003; Alex, 2011) 다른 제품으로 확장된 브랜

드에 대한 구매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음

을 보여주며, 쾌락적 접근의 지각된 적합성과 브랜드 가

치 전이가 럭셔리 브랜드 확장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럭셔리 마케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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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브랜드 확장을 위해 주의 깊게 제품라인과 그에 

대한 확장전략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브랜드 확장평가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럭셔리 브랜

드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홈라인 확장브랜드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브랜드 확장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두고 기존에 사용

한 측정을 근거로 개발되어 럭셔리 가치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타

당성 있는 럭셔리 고유의 가치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각된 적합성 효과를 위해 제품 및 점

포수준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Sriram et al., 2007), 확
장방향 (상향 또는 하향) 전략에 따른 브랜드 전이가 브

랜드 자산에 미치는 효과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럭셔리 브랜드 확장, 지각된 적합성, 브랜드전

이, 쾌락적 가치, 홈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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