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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연구들은 랜드확장의 효과성을 측하기 한 지표로 구매의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연구는 랜드확장된신제품에 한소비자반응을 측하는데더 한지표로시용의도를제시함으로써선행

요인을바탕으로도출한 향요인인모 랜드태도, 지각된유사성, 모 랜드소비경험이확장 랜드제품의시용의

도에미치는 향을분석하고자한다. 구체 으로, 모 랜드태도가확장 랜드제품시용의도에미치는 향을분석

하고, 한 두변인간의 계에서지각된유사성과모 랜드소비경험의조 향력을분석하고자한다. 본 연구

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랜드확장 제품의 사용경험이있는소비자들을 상으로 실험조사와설문조사를 실시하

고분석에는최종 으로 186개의자료가사용되었으며회귀분석과군집분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한 모 랜드 태도의 강력한 향력을 확인할 수있었다. 한 지각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모

랜드 태도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랜드에 한 소비경험이

많을수록 두 변인 간의 계가 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와는 달리 소비자

에서의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을 밝혔다.

주제어 : 랜드확장, 시용의도, 모 랜드 태도, 지각된 유사성, 모 랜드 소비경험

Abstract Most of the prior researches in brand extension evaluation have utilized purchase intention as a n

effective variable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brand extensions. In contrast, the author proposes that trial

intention is to better predict consumers' behavioral response in the newly launched brand extension markets

where relate to high risk and uncertainty.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 parent

brand and consumers' characteristics (perceived similarity and consumption experience) on trial intention of

brand extens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actual

consumers who had experience using parent brand products. This study employed experiment and questionnaire

survey and collected data of 186 was analyzed using clustering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titude toward parent br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rial intention of the extensions.

Second, perceived similarity and consumption experience of parent brand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of attitude toward parent brand and trial intention of brand extensions. The results provide that both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ers with a guide to process trial intention of brand extensio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Key Words : Brand Extension, Trial Intention, Attitude towards Parent Brand, Perceived Similarity, Consumption

Experience of Parent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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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기업들은기능면에서경쟁기업과차별화가어려

워지고 있는 반면 랜드 가치인식은더욱 향상되면서

기업마다 랜드 워를 구축하거나 혹은 기존 랜드

자산을 잘 활용하기 한 방안을도출하는데 안이 되

어 있다. 이처럼 시장이 성숙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

록 기업은 신제품에 한 마 비용을최소화하기

한 략에집 을하게되는데, 기존 랜드를활용하는

랜드확장이 이에 부합되는 표 인 마 략이

다.

랜드확장은 높은 랜드 가치를 가진 기존 랜드

를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신제품의 이름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략으로써, 확고한 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랜드라면 랜드확장을 통한 신제품 개발의 실

패 험을 최소화하고 기존 랜드의 후 효과 덕분에

쉽게 제품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이 있다[1]. 하

지만 실제 많은기업들은 랜드확장 략의 실패로 기

존 랜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정체성혹은이미지마

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기업측면에서 랜드확

장 략은 미래의 랜드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

미가 있지만 랜드 략 효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

재한다[2]. 이런 맥락에서 랜드확장으로 탄생한 신제

품에 해서는 어떤 지표가 소비자 반응을 측하는데

더 한지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

다.

과거와 비교해 재 소비자들은 생활수 교육수

이 높아져 주변에서 수집가능한 정보원천들( : 고,

매원, 구 등)을 극 으로활용하고있으며가능하

다면 구매 직 으로 사용해 으로써 이를 기 으

로 제품에 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 까지의 소비자행동, 마 분야 연구에서

는 시용의도의 역할과 효과성에 해 크게 주목하지 않

았으며, 특히 랜드확장제품의신제품특성과이에

한 소비자반응이 반 된 측변인을 도출할 필요성에

한 학술 노력이 미미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 까지의 랜드확장 연구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랜드확장에 한 기업내 정

서와 역량 등내부 인측면의연구와 랜드확장에

한소비자인식등외부 인측면의연구가바로그것이

다. 자는 경 략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Brand Extension이라는 용어보다

는 Brand Leverage라고 표 한다[3,4]. 즉 략

에서공격 인 랜드확장을통해 극 으로사업실

을제고하는데 심을둔다. 반면, 후자는매출증 보다

랜드이미지, 인지도등 랜드태도를유지, 향상시키

고자하는입장이기에 랜드는수단이라기보다목 으

로 여긴다. 마 인 에서는 보수 인 차원에서

랜드확장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소

비자들이 랜드확장제품에 해어떻게생각하느냐가

요하기때문이며본 연구의 도 소비자 인식

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소비자 인식에 을 둔 랜드확장의 표 인 주

제는 랜드확장 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거나혹은 요한 향요인을도출하는연구들이

다. 특히, 랜드확장분야의많은연구자들이 랜드확

장에 한소비자평가에 을둠으로써 랜드연상,

제품군의유사성과 랜드폭, 합성, 이 성등과같은

인지 차원의 요 요인들을 제시하 다[5,6]. 요약하

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변형 재검증 차원에서

확장 랜드의시용의도에 해모 랜드태도가 향을

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 하며, 모 랜드와확장 랜드간

지각된 유사성 모 랜드에 한 소비경험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에 조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랜드확장의 시용의도

랜드확장(Brand extension)이란새로운제품범주에

진입하기 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써[5], 기존 랜드와다른제품군에속하는 새로

운 상품에 하여 기존 랜드를 유지하여 용하는 것

으로정의된다. 특히 랜드확장 략은시장환경이불

확실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경쟁 랜드에 노출되는 상

황 하에서 기업의 성장 략으로 매우빈번하게 이용되

고 있다[7].

일반 으로 랜드확장 략의 효과성은 랜드 워

가 확립된 기업들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랜

드확장 략은 기존 랜드명을 다른 제품에도 사용하

므로 기존 랜드가 형성한 랜드가치를 효율 으로

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한 랜드확장 략을통해

새로 도입된 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해 투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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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용과 험부담등을 이면서동시에타

랜드에 비해 보다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에서는무모한 랜드확장으로인해실패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세계 인 랜드들도 외는

아니다. 를 들어, 오토바이의 아이콘인 헐리데이비슨

랜드는 생일 티용 이크 데코 키트를 새롭게 선보

으나 기존 랜드가 가진 이미지와 확장 랜드 제품

간의 연 성을 찾을 수 없어 결과 으로 랜드확장은

시장에서 실패하 다.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

서 생각해볼 수있지만기업이간과한사항은소비자행

동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한지표를활용하

는가 일 것이다.

합리 행동이론을 개발한 Fishbein and Ajzen(1975)

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측정하기 한 요한 요인으

로써 구매의도(purchase intension)를 제안하 으며 이

변인은지 까지도가장좋은지표로여겨지고있다. 그

러나 구매행동과 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존

재하고 기존의 변수로는 설명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더

나은행 측모델로의향상을기 하는부분이존재한

다[8].

이런 맥락에서 최 의 사용경험인 시용(trial)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용과 구매행동의 계를 설명

하기 한 근거로 활용되는 쇼핑 모멘텀(shopping

momentum) 효과에 따르면 구매행 자체가 소비자들

의 심리상태를 변화시켜 그와 상 없는 후속 제품에

한 구매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9,10], 즉 소비자

가 첫구매 에 심사숙고 마음가짐으로 의사결정을 하

게 되면그 의사결정을통해결과 으로후속구매의 가

능성이 커진다고 제안하 다[9]. 실제로 건강식품, 화장

품등과같은고 여제품분야의기업들은신제품을출

시할때샘 이나견본품등의시용을통해소비자반응

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한 선행연구들로써 Kotler(1997)는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과정을 밝히는 연구에서 수용은 인식, 흥미

유발, 평가, 시용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제안하 고

[11], Hoch and Deighton(1989)는 시용구매를통해최종

구매 에 제품을 검증함으로써 험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인식한다고 하 다

[12]. 한 시용의 한 유형인 무료샘 의 장, 단기 향

력에 을 맞추어 연구한 Bawa와 Shoemaker(2004)

에 따르면쿠폰등의 진 략과달리, 무료샘 은매출

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며 장기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다[13].

그 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행동과 시용 간

의 계를살펴본연구들도상당수존재한다. 를 들어,

Jiang과 Sarkar(2009)는 Bass의 확산모델을 활용하여

소 트웨어확산에있어무료사용의 향력을살펴보았

고[14], Niculescu과 Wu(2010)은 새롭게선보이는 신

인 고사양의 소 트웨어 제품을 상업화하기 한

략으로써 시용은 고려해볼 수 있음을 제안하 다[15].

즉, 신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험수 이 높

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용행동을 통해 신제품의 확산

가능성을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랜드확장된 제품 역시 소비자들에게는 일종

의신제품에해당하며이는재무 , 비재무 험지각

을 유발할 것이므로 직 인 구매행동의 측변인인

구매의도를활용하는것은실무 으로정확성이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그 기에 신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구매여부를정확히 측하기 해서는시용의도를활용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2.2 랜드확장에 한 선행연구들

랜드확장 련선행연구들은주로확장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호의 인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히는연구가주로이루어졌다. 많은연구에서논의된

표 인 향변인으로는 모 랜드 특성이 있으며, 랜

드확장제품에 한 평가와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주목한모 랜드 특성

으로는 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연상 이미지, 랜

드 형성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밝힌 바로는

랜드확장에 있어 모 랜드 인지도는 정 인 향을

미치며[5,16,17], 모 랜드에 한 지각된 품질 수 이

높을수록소비자들은 랜드확장제품에 해우호 으

로 평가한다[18]. 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 가지는

생각, 감정, 태도의총체로써의연상 이미지가 랜드확

장 제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연상

이미지는 연상의 형태, 호의도, 강도, 특이성, 합도 등

으로 구성되는데이 모든 요소들의 종합 인 느낌에 따

라 확장제품에 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랜드확장 시 모 랜드의 특성 자체뿐만 아니라, 모

랜드와 확장제품 간의 계성 측면에서 소비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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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유사성의 향에 한 연구[20], 랜드 계의

질에 한 연구[21], 확장 랜드 제품의 가격과 지각된

험의 향에 한 연구[22]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특히지 까지진행된 랜드확장 련많은선행

연구들이 랜드확장 략이 성공하기 한 요한 변

인으로써 모 랜드와 확장 랜드간의 지각된 유사성을

제안하고있다. 를 들어, Park et al.(1991)은 랜드확

장의성공가능성이모 랜드와확장 랜드사이에존재

하는 유사성을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하 다[6]. 즉, 모 랜드와 확장 랜드가 유사하다

고 지각될수록 확장 랜드 제품에 한 태도는 정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의 확장이 반드시

유사한 범주로 한정되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존

재하다. Park et al.(2004)는 모 랜드와 확장제품간 유

사성이 낮더라도 랜드 계가 호의 인 상황이면 확

장 랜드에 해 호의 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 다[23].

한편, 소비자의심리 요인의 향에 을둔연구

들의 경우에는 주로 제품에 한 사 지식과 여도를

요하게 다루었다. 먼 사 지식의 향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품 지식이 은 집단이 많은 집단에

비해 랜드확장된신제품을더잘수용한다[1]. 그 이유

는소비자의정보처리과정에서 문가들은심층 단서

에 근거하여 모 랜드와 확장제품의 유사성을 단, 평

가하는 반면, 비 문가들은 피상 인 요인에 근거하므

로 문가 집단에서의 랜드확장이더 까다로울 수 있

기때문이다[24]. 다음으로 여도에 한선행연구에서

는 소비자의 제품선택과 련하여 여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정도가 더 크며 제품속성들을 더 많이비교한

다고하 다. 구체 으로, Brisoux, et al.(1990)은고 여

상황에 비해 여 상황에서 모 랜드로 인한 확장

랜드에 한 친 감이 쉽게 형성되므로 랜드확장이

용이하고 제시하 다[25].

3. 가설설정

3.1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

의도에 한 가설

범주화이론(categorization theory)은 소비자들이 신

제품에 한 표상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설명하는 이

론으로써, 과거에는 지식의 구성과 상의 분류에

을 두었지만 최근 연구들의 심은 신제품에 한 범주

를 추측하는 것으로 변화하 다[26].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평가하기 하여 범주화하고 그 범

주에스카마(schema)를 용하여평가기 으로삼는다.

이는 소비자가 신제품에 해 태도 반응을형성하는

데있어기존제품군에포함된정보가 향을미침을제

시하고 있다. 구체 으로, Smith and Park(1992)과

Keller(1993)는 기존의제품에 인지된 품질에 한 태도

가 호의 이면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는 효과 일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 다[1,19]. 이런 맥락에서 모

랜드에 한 지각된 품질보다 더욱 포 인 의미를 갖

는 모 랜드에 한 태도가 확장 랜드 태도형성에

향을 미침을 가정하 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 모 랜드 태도는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지각된 유사성 모 랜드 소비경험의 조

효과에 한 가설

랜드확장에 있어 유사성 인식은 소비자 평가에 있

어 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련해서 Hartman et

al.(1990)는모 랜드범주와확장 랜드범주간유사성

이 랜드확장 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에 있어 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 다[27]. 이는 랜드 제품과 확장제

품의유사성이높을수록 랜드확장의성공가능성은높

아짐을 의미한다. 유사성에 한 지각은 소비자의 인지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정보처리과정과 련된다. 개

인은자신의인지구조속에특정 상에 한범주와스

키마를 형성하고 있고 있으며 랜드확장된 신제품에

해서는 기존의 범주나 스키마에 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를 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서로 비시켜 유사성

을 평가하게 된다.

한, 유사성지각은애착이나느낌과같은정서의

이가 발생하는데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Aaker and

Keller(1990)의 연구를 통해 밝 졌으며[5], 소비자들의

모 랜드에 한친근감은컨셉일 성이부족한 랜드

확장 제품에 해서 부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함을 밝

혔다[2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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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간

의 계는유사성을더크게지각할수록그 계에미치

는 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직 혹은 간 인 경험을 요

하게여기지만, 종종 경험이직 인지 는간 인

지에 따라 태도에 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있다. Doll

and Ajzen (1992)은 직 경험을 기 로 한 태도는 간

경험을기 로한태도에비하여보다많은자신감을가

지며, 직 경험을 기 로 한 태도가 보다 쉽게 인출 할

수 있고, 직 경험은 간 경험보다 태도-행동간상

계가 강함을 밝혔다[29]. 한 설득 메시지와 소비자

태도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정교화가능성모델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은 정보원천의 진실성이

높으면 메시지 수용자는 제공된 정보에 한 확신이 높

아져서 메시지를 면 히 조사하는노력 없이 결론을 수

용하게 될것이라고 제안하 다. 즉, 직 인소비경험

은 스스로에게 확신감을 갖도록 하고 이때 형성된 신념

과태도는 정 반응을유도할것이다. 이상의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3: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간

의 계는 모 랜드 소비경험이 많을수록그 계에 미

치는 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 실험설계

본 연구는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해 모

랜드태도 지각된유사성, 소비경험이직, 간 으로

미치는 향을분석하기 해 2018년 9월 10일부터 20일

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하 다. 실험을 통해 랜드확

장 시모 랜드태도와확장제품의 시용의도 간의 계

에서 지각된 유사성과 모 랜드 소비경험의 향을

악하기 해피험자를 2(지각된유사성: 고유사성 vs.

유사성) x 2(소비경험: 고소비경험 vs. 소비경험)의 집

단간 비교 디자인(between subject design)에 무작 로

할당하 다. 표본 선정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조사의

편의를고려하여동질 인집단을 상으로선정함으로

써 내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합하다고 단되어 부

산과울산소재의 학생총 200명들을 상으로 편의표

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하 으며, 불성

실하거나 자료로서 의미가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

종 186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 다. 이 여자는

108명, 남자는 78명으로 집계되었다.

4.2 사 조사

본 조사에 앞서 모 랜드와 랜드확장 제품을 선정

하기 한사 조사를진행하 으며, 선정시다음두가

지 기 이 고려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모 랜드 제품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야 하며,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제품에 한 사용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구매의사결정과정 구매 단계에서 시용

이라는 과업이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단되는 탐색

속성의 제품군인 자 제품군을 실험 제품군으로 한

정한다. 셋째, 지각된유사성수 을조작하기 하여

랜드확장 제품은 모 랜드의 유사한 범주의 제품과 비

유사한범주의제품으로구분되어야한다. 이를 해

학원생 10명을 상으로 5개 후보 랜드(삼성 자, LG

자, 소니, 필립스, 화웨이)에 한 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과정을 통해 모 랜드 제품으로 삼성 자가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피실험자들 모두 모 랜드 제품

에 한사용경험이있으면서이제품에 한태도(친숙

도, 호감도, 품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M = 6.34).

다음으로는확장제품을선정하기 한작업이수행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랜드확장 제품들로 가상의 제품

들을 설정하여 진행하 다. 모 랜드 제품을 선정할 때

와같은피실험자인 학원생 10명을 상으로 5개의후

보 제품군 에서 모 랜드 제품과 유사하게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7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0= 유사하

지 않음, 7=매우 유사함), 두 개의 가상의 확장제품으로

는 무인항공기(M=5.11)와 청바지(M=3.48)가 선정되었

다. 선정된두가지의 랜드확장제품은모 랜드와

랜드확장제품간의유사성에있어서표본집단의반응이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4.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모 랜드 태도는 모 랜드 제품에 한 소비자의 요

약 평가로정의하고, Zhang and Sood(2002)의 연구에

서 사용된 4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으며,

호감도, 친숙도, 선호도, 지각된 품질 등을 이용하 다.

각 문항의 척도는 7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다.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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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는 소비자들이 랜드 확장된

신제품을보았을 때 계획 혹은비계획 으로 그 제품

을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하는 의향 혹은 심리 상태로

정의하고, 3개 문항에 해 리커트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조 변인으로써 첫 번째, 지각된 유사성은

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들 간의 유사한 성질이나 성

향에 한 지각정도로 정의하고, 모 랜드와 확장 랜

드가 어느 정도유사한제품으로여겨지는지에 한 질

문등을포함하여 7 리커트척도로측정하 다. 두 번

째, 모 랜드 소비경험은 모 랜드를 사용하고 소비해

본 경험 정도로 정의하고, 경험정도, 경험후 느낌, 지식

정도 등을 포함한 3개 문항에 해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5. 결과

5.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구성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의 내 일 성,

별타당성과수렴타당성을조사하기 해신뢰도분석

(reliability test)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이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의

Cronbach's Alpha값이 0.70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 으로 신뢰성계수의 기 인 0.7보다 높게 나타나 척

도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분

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종속변수인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

의도에 한측정항목들을제외하고는 부분이선행연

구를바탕으로하고 있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의측정항

목역시표 재량이최소 0.694 이상을보이고있으므

로 내용타당성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ɑ

Attitude

toward

PB

Level of likeability

Level of familiarity

Level of preference

Level of perceived quality

.900

.809

.813

.775

0.824

Experien

ce of PB

Level of PB’s use

Feeling after PB’s use

Level of knowledge on PB

.884

.913

.806

0.868

Trial

Intension

of BE

Trial intension toward BE

Visiting intension toward

sampling conner of BE

Trial intension for testing BE's

quality

.692

.716

.694

0.701

* Note: PB = Parent Brand, BE = Brand Extensions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5.2 가설 검증

수집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우선 가설 1을 검증하기

해단순회귀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2에 나

타난바와같이, 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제품의시

용의도에미치는 향은통계 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F=52.025, p=.000).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2.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PB on Trial

Intension of BE

B S.E Beta t Sig

Attitude

toward PB
.553 .077 .456 7.213 0.000

Model Fit F(sig.) 52.025 (0.000)

R2 0.208

* Note: Dependent variable = Trial Intension of BE

가설 2는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

도에미치는 향은지각된유사성이높을수록더클것

으로 설정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해 우선 으로 비

계층 군집분석인 K-Mean clustering을 실시하여 지

각된 유사성에 한 고객 집단을 고유사성 집단과 유

사성 집단으로 나 었다. 다음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각

집단의 심값(centriod)을 비교한 결과 고유사성 집단

은 5.18, 유사성 집단은 3.92에서 각각 군집화되었다.

분석결과 Table 3에 나타난바와같이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유사성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즉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간 계에 있

어 지각된 유사성이 조 역할을 하며, 지각된 유사성이

높을수록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도

에미치는 향은더커진다는사실을확인하 다. 따라

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은 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

도에 미치는 향은 모 랜드 소비경험이 많을수록 더

클 것으로 설정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해 우선 으

로비계층 군집분석을실시하여모 랜드소비경험에

한 고객 집단을 고소비경험 집단과 소비경험 집단

으로 나 었다. 다음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다 회귀분

석을실시하 다. 군집분석을통해분류된각집단의

심값은 고소비경험 집단은 6.14, 소비경험 집단은

3.73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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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도에미

치는 향은 모 랜드 소비경험이 조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0). 즉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

의 시용의도간 계는 모 랜드 소비경험이 많을수록

모 랜드태도가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도에미치는

향은 더 커짐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

었다.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imilarity

and Consumption Experience

B S.E Beta t Sig

Attitude

toward

PB

High

PS
.453 .023 .592 8.012 0.000

Low

PS
.245 .086 .259 3.246 0.004

High

CE
.452 .045 .455 9.867 0.000

Low

CE
.337 .130 .259 2.596 0.005

* Note: Dependent variable = Trial Intension of BE

PS=Perceived Similarity, CE=Consumption Experience

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랜드확장된신제품의성공여부는기존제품을사용

해본소비자들의평가에의해결정된다. 그 기에신제

품을 에 한 직 경험인 시용의도를 측하기 해서

는 기존제품에 한신념과태도와의 련성을 악하

는것은 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소비자들의시용

의도에 한 모 랜드 태도의 직 인 향력을 살펴

보았으며, 한 두 변인간의 계를 조 하는 변수들에

해서 연구하 다.

본 연구결과, 첫째, 모 랜드태도가호의 일수록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도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0.456, p < .05). 소비자는 문 이고우수하다고알려

진 기존 랜드에서 확장된 랜드 제품에 해서는

정 으로인식하여구매결정을 한사 탐색단계로써

의 시용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랜드

확장 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모 랜드에 한 소비

자들의 신념 태도를정확하게 악한후 랜드확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각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 간의 계에 미치는 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592, p < 0.000 vs. 0.259,

p < 0.004). 이는 소비자가모 랜드와확장된 랜드의

유사성이 높다고 인지하면 확장 랜드 제품에 해

정 인 기 감이 형성되어 모르는 랜드의 신제

품에 비해 험부담감이 낮게 지각되므로 시용의도의

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제품특성상지

각된 험이 높은 신제품일수록 기존 랜드의 정

인연상을효과 으로활용할수있는제품 략 매체

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 랜드의 사용경험이 많을수록 모 랜드 태

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 간의 계에 미치는

향 역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455, p < 0000

vs. 0.259, p < 0.005). 즉 모 랜드의 정 인 사용경

험은 새롭게 출시된 확장 랜드제품에 한 심을 높

일 것이며, 소비자는 개인 신념과 동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써 역할하는 시용의도는

더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본 연구의 의의는 다

음과같다. 첫째, 랜드확장 련기존연구에서는 통

인 이론인 합리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랜드

확장의효과성지표로써구매의도를 심으로 향요인

혹은결과 인반응을살펴보았는데반해, 본 연구는

랜드확장시 소비자들의 직 인 행동반응을 측하기

해직 경험에해당하는시용의도를종속변인으로제

안하고, 모 랜드 태도와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

간의인과 계를규명함으로써 랜드확장 련된새로

운소비자행동 측변수를밝혔다는 이다. 둘째, 랜

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한

조 변인들(지각된 유사성, 모 랜드 소비경험)을 실증

으로 밝 내었으며 이는 기존 랜드확장에 한 이

론 범 를 보다 심화, 확장하 다는데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결과들은실무 인측면에서도효과 으로

사용될수있다. 우선, 랜드확장시모 랜드의태도가

향을 수있음을실무자들은 랜드확장 략을기

획할때고려할필요성이있다. 특히, 랜드확장제품에

한 구매의도가 아닌 시용의도의 맥락에서 역시 모

랜드 자산이 랜드 확장상품에 효과 으로 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맞춘 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한, 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향을미치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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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향변인을밝힘으로써기업들의 랜드확장

략을 통한 신제품 출시시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소비

자 련변인에 한보다넓은이해의폭을가질수있

는 통찰력을 제공하 다. 최근 들어 랜드확장 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식, , 뷰티, 패션 등 산업의

실무자들은 랜드확장제품의시용의도를통해효과성

을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악하고 그에 따른 한 략수립이 가능해 진다는

에서 실무 의의를 갖는다고 단된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몇한계 과 향후연구방향

은다음과같다. 첫째, 조사 상제품군이탐색제로제품

범주를 제한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향후다양한제품군을 상으로실증분석함으

로써 객 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본연구는기존연구들이 용한확장제품선정

방식인 가상의 제품을 상으로 실험설계 실증분석

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실 용과 일반화에 있어 한

계를갖는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보다개선된실험

도구 실험설계를 통해서 실무 활용가능성이 높은

세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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