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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실제 브랜드를 이용하여 소비자 지각측면에서 인식되고 있는 브랜드 가치의 구성요소들이 수직
적 브랜드확장의 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첫
째, 브랜드 인지도는 상향적 확장과 하향적 확장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제품 수용도가 상향적 확장보다는 
하향적 확장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브랜드 연상은 상향적 확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주지 못한 반
면에 하향적 확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각된 품질은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각된 품질이 높은 경우에서 상향적 확장의 제품 수용도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와 브랜드 연상이 높은 경우와 비교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브랜드 가치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따
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연상은 하향적 확장에서만, 브랜드 인지도 및 지각된 품질과 브랜
드 연상 및 지각된 품질은 상향적 확장과 하향적 확장 모두에서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제품 수용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수직적 브랜드확장,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how do brand value components of consumer perception side effect on 
receptive degree of product in extension types of vertical brand extension, and how does the difference of 
receptive degree among products of extension types be showed under the positive effect of brand value. First, 
brand awareness has positive effect on upward and downward extension, and receptive degree of product is 
higher in downward extension than upward extension. Second, brand association doesn't have positive effect on 
upward extension but has positive effect on downward extension. Third, perceived quality showed similar results 
to brand awareness. Only, receptive degree of upward extension product in high perceived quality is higher than 
in high brand awareness or in high brand association. Fourth, examining about interaction effect among brand 
value components, interaction effect between brand awareness and brand association exists in downward extension, 
interaction effect between brand awareness and perceived quality exists in upward and downward extension,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brand association and perceived quality exists in upward and downward extension. By 
this interaction effect, the difference of receptive degree among products of extension types grows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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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랜드확장 략은 소비자들의 모 랜드(parent 

brand)에 한 지식과 련된 랜드 자산을 새로운 확

장제품에 이용하는 성장 략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16]. 

이런 차원에서 1970년 부터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랜드확장은 기업의 랜드 리  신제품 개발 

략으로 많이 활용되어왔다. 최근에 와서는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심으로 속한 기술발 에 

따른 신 인 신제품 개발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

는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랜드확장 형태

로 기술 이성이 비 칭 (asymmetric)으로 이루어지

는 수직  랜드확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12]. 수직

 랜드확장은 제품생산 측면에서 모제품과 비교하여 

상 으로 기술  수 이 높은 제품으로 확장하거나 낮

은 제품으로 확장하는 형태로써 모제품과 확장제품간 

합성과 련한 기존의 개념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12]. 모제품과 확장제품간 합성과 

련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모제품의 바람직한 특성들이 

확장제품에 달되려면 모제품과 확장제품 간에 유사성

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 다[3,8,26,6]. 다시 말해서 모제

품과 유사성이 낮은 확장제품보다는 유사성이 높은 확장

제품일수록 소비자가 더 호의 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의 개념은 지 까지 부분 모제품과 확장

제품군 간의 제품속성, 용도, 사용자 유형, 이미지 등에 

있어서의 유사정도로 개념화되어 측정되어왔다[10,23]. 

그러나 확장제품의 유사성 개념만으로는 최근 하이테

크 제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직  랜드확장에 한 

평가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애 사

의 아이폰 사례와 같이 유사성이 낮은 제품으로 확장한 

경우에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

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2]. 이와 련하여 확장제

품의 기술  계층효과를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연구

들[15,27]이 있다. 이들 연구는 모 랜드의 랜드차원의 

효과를 배제하고 모제품과 확장제품 간의 기술수 차원

의 비교에 을 두어 확장제품의 효과를 분석하 다. 

그러다 보니 실제 랜드가 갖고 있는 랜드 가치와 

련된 효과가 개입될 수 없고 단순히 모제품과 확장제품 

간의 기술수 에 따른 확장제품 평가만을 규명하 다

[12]. 하지만 수직  랜드확장의 경우에도 기술  측면

과 련된 확장제품의 유사성 요인과 함께 확장 상 

랜드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랜드 가치가 상당부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진다. 왜냐하면 랜드 확장

은 모 랜드의 가치를 이용하는 랜드 략으로서 소비

자가 랜드 확장제품을 평가할 때 랜드에 해 인식

하고 있는 가치를 근거로 확장제품의 합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수직  랜드 확장시 확장 상 

랜드의 가치가 확장제품에 어떠한 형태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제 랜드를 이용하여 

기술  수 의 확장 방향성에 따른 수직  랜드확장 

제품에 한 랜드 가치의 향을 규명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직  랜드확장의 경

우에 있어 소비자 지각측면에서의 랜드 가치 구성요소

들이 확장제품에 한 소비자의 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라 확장 방향성 형태별로 제품 수용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수직적 브랜드확장 

수직  랜드확장(vertical brand extension)이란 기

존 랜드를 가지고 기술  측면에서의 하 시장 는 

상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12,13]. 수직  

랜드확장의 형태는 제품확장의 방향성에 따라 재의 

제품범주에 비해 기술수 이 상 인 제품으로 확장하는 

상향  확장과 기술수 이 하 인 제품으로 확장하는 하

향  확장으로 나타난다[16,29]. 

수직  랜드확장이 국내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아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 까지의 국내외 연

구들을 종합하여 주제별로 분류하면, 확장의 방향성이 

확장제품평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확장제품의 

성공을 한 확장의 방향성과 마  믹스 요소들과의 

계에 한 연구, 확장의 방향성이 모 랜드에 미치는 

반향효과에 한 연구 등 3가지 분야로 구분되어진다[14, 

12]. 이에 따라 이들 연구의 핵심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확장의 방향성이 확장제품평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에 의하면, 랜드가 상 기술수 의 제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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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확장하는 상향  확장보다는 하 기술수 의 제품

범주로 확장하는 하향  확장에 해 소비자들은 더 호

의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를 수

직  랜드확장에서의 확장 방향성과 련하여 표

인 연구인 Jun, Mazumdar, & Raj(1999)[16]에서 불충분

한 조정과정의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

면, 모 랜드가 재 제품범주보다 상 기술의 제품으로 

상향  확장을 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상향  확장제품

의 기술  역량을 모 랜드의 기술수 을 근거로 단하

여 상향  확장제품에 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술수

은 불충분한 조정과정으로 인해 모 랜드의 기술수  이

상으로 상승하지 않게 되어 상향  확장제품의 품질을 

평가 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 로 랜드의 

재 제품범주보다 하 기술의 제품으로 하향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하향  확장제품의 기술  역량을 소비자

들이 모 랜드의 기술수 을 근거로 단하기 때문에 하

향  확장제품의 품질에 해 호의 으로 평가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수직  랜드확장을 할 때 

상향  확장보다는 하향  확장의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성장하기 해서 기

술발 에 따라 상 기술수 의 제품범주로 랜드를 확

장시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직  랜드확장시 확장의 방향성에 

따른 랜드 략과 마  믹스요소들과의 계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2]. 랜드 략 차원에서 Aaker 

(1997)[2]는 수직  확장의 험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

으로 수직  확장시 하 랜드(sub-brand) 는 보증 

랜드(endorsed brand) 등 다양한 랜드 략의 활용을 

제안하 다. 성율과 김미령(2005)[28]은 상향  확장에 

한 소비자의 불신 는 우려 등의 부정 인 향을 감

소시키기 해서는 목표로 하는 확장제품범주보다 더 상

기술수 의 제품을 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인 후 목표하는 확장제품범주로 진출하는 방법으로서 

테크놀러지 시그 링 략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 이라

는 을 제시하 다. 확장의 방향성과 마  믹스요소

들과의 계에 한 연구로는 허종호와 주태욱(2005)[13]

이 수직  확장의 방향성을 고려한 효과 인 고 략에 

해 제안하 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확장제

품에 한 평가에 있어 모제품과 비교하여 기술  유사

성이 낮은 제품으로 하향  확장을 한 경우와 기술  유

사성 정도와 계없이 상향  확장을 한 경우에는 정교

화된(elaborational) 고가 더 좋지만 기술  유사성 정

도가 높은 제품으로 하향  확장을 한 경우에는 정교화

된 고에 비해 련성(relational) 고가 더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목 은 랜드확장 자체의 성공도 

요하지만 이러한 확장제품의 성공이 체 제품 포트폴

리오간의 시 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확장 

방향성이 랜드에 미치는 반향효과에 한 연구들도 활

발하게 수행되어 왔다[12]. 를 들어 Kim, Lavack, & 

Smith(2001)[19]는 수직  랜드확장에 한 실증연구

를 통하여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랜드

에 한 희석효과가 발생하여 수직  랜드확장이 랜

드의 가치  이미지 강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결과를 제시하 다. 이와 유사하게 Aaker(1997)[2]도 

부분의 수직  랜드확장은 확장제품과 랜드의 컨

셉 간에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랜드의 특성

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을 들어 수직  랜드

확장은 가능한 피할 것을 권고하 다. 그러나 수직  확

장이 랜드에 부정 인 향만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Jun, Mazumdar, & Raj(1999)의 연구[16]에서는 상

기술제품으로의 상향  확장의 경우에는 모 랜드에 

한 강화효과가 발생하 고, 하 기술제품으로의 하향

 확장의 경우에도 모 랜드에 한 희석효과 발생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 Taylor, 

Ulrich, & Reibstein(1998)의 연구[29]에서도 낮은 품질과 

가격 수 의 하향  확장의 경우에는 모 랜드에 한 

부정 인 반향효과가 나타나지만 높은 품질과 가격수

의 상향  확장의 경우에는 모 랜드의 명성을 제고시키

는 정 인 반향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수직  랜드확장에 한 연구들을 보면, 

랜드확장이 본질 으로 모 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

를 이용하는 랜드 략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

들이 랜드 가치의 효과를 배제한 채 모제품과 확장제

품 간의 기술수 차원의 비교에만 을 두어 확장제품

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12]. 따라서 수직  랜드확장

의 경우에도 모제품 비 기술수 차이에 따른 확장 방

향성 형태별로 확장제품에 한 랜드 가치의 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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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브랜드 가치의 개념 및 구성요소 

랜드에 한 의미가 1980년  이후 단순히 상표권

에 한 개념에서 무형자산의 의미를 내포한 랜드 자

산의 개념으로 확 되었다[31]. 랜드가 과거에는 제품

의 식별을 한 수단의 의미로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랜드의 상징  가치가 심의 상이 되지 못하 으나, 

랜드확장이 마  략의 일환에서 본격 으로 이용

되면서 랜드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랜드 가치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랜드 가치의 도입 목 과 시각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표 인 를 들면, Farquhar 

(1989)[11]는 고객이 어떤 랜드에 해 호감을 갖게 됨

으로써 그 랜드를 붙이고 있는 제품의 가치가 증진된 

부분을 랜드 자산으로 정의하 다. Keller(1998)[18]는 

랜드 가치를 마  활동에 한 소비자의 반응에 

해 랜드 지식이 미치는 차별  효과로 정의하 다. 이

와 같이 랜드 가치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

나 공통 인 개념은 랜드가 제공하는 ‘추가 인 가치’

로 정의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랜드 가치는 소비자들

이 랜드에 해 호감을 갖게 될 때 제품의 가치가 올라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2]. 이런 차원에서 랜드 가

치는 랜드로 인해 추가 으로 발생하는 매출 는 시

장 유율로 평가되고 있으며[1], 기능이 비슷한 다른 

체 랜드를 비교해서 소비자가 특정 랜드를 구입할 

때 추가 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가치로 평가되어지

고 있다[25]. 

랜드가 제공하는 추가  가치인 랜드 가치를 구

성하는 요소에 해 살펴보면, 개념과 마찬가지로 학자

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랜드에 한 소비

자 지식구조에 기반 해 랜드 자산가치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Aaker(1991)의 견해가 가장 일반 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랜드 가치는 랜드 인지

도(brand awareness), 랜드 연상(brand association),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 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그리고 기타 독  자산으로 구성되어진다[1].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 평가에 근거한 랜드 가

치는 소비자의 지각과 행동 련된 2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 는데[7,4,35], 소비자의 행동 련 랜드 가치는 랜

드 가치의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시장 성과  결과 측면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일반 으로 수용되고 

있다[20,3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랜드확장이 

랜드에 한 소비자의 지각가치 측면을 이용하는 경향

이 강하다는 에서 다음과 같은 소비자 지각 련 차원

의 가치를 랜드 가치의 구성요소로 고려하 다.

2.2.1 브랜드 인지도

랜드 인지도(awareness)는 특정 랜드에 해 소

비자가 다른 랜드들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가의 

개념이다. Aaker(1991)에 의하면 랜드 인지도는 소비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특정 랜드에 한 태도의 

강도를 의미한다[1]. 다시 말해서 랜드 인지도는 소비

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그 랜드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는 약한 인지도부터 특정 제품의 카테고리에서 그 랜

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강한 인지도까지 강도의 

범 가 넓다는 것이다[31].

랜드 인지도가 략  요성을 갖는 이유는 랜

드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시 에서 그 랜드를 선택

안의 하나로 고려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21]. 즉 소비

자들은 자신이 인지하는 랜드를 고려 상표군 내 포함

시킬 가능성이 크며,  고려 상표군에 있으면 다른 랜드 

연상이 없이도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의 랜드 선택에 

향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2.2 브랜드 연상

랜드 연상(association)이란 랜드와 연계되어 소

비자의 기억 속에 의미하는 것으로 랜드의 특정한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17,30]. 이러한 랜드 이미

지는 랜드 연상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보다 포 인 

개념으로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호의 이고 강력하면서 

차별 인 연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랜드 가치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다[1,18]. 즉 랜드와 련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부정 인 연상보다는 호의 인 연상들이 형성

되어 있을수록 랜드 이미지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소비자의 마음속에 강력한 랜드 연상이 

형성되어야 소비자가 그 랜드를 했을 때 랜드와 

련된 이미지가 즉각 으로 떠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독특하고 차별 인 랜드 연상이 

형성되어야 한다. 아무리 소비자의 마음속에 호의 이고 

강력한 연상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랜드 연상

들이 경쟁 랜드들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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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1].

 이와 같이 소비자의 랜드 연상은 랜드의 정

인 이미지 형성에 향을 주어 랜드 가치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구매시 에서 랜드에 한 소비자의 호의

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요 요인이다[33]. 

2.2.3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객 인 품질이 아닌 소비자가 주 으로 단하고 인

식하고 있는 반 인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의 우월성 

 우수성에 한 총체 인 평가를 의미한다[34,1,22]. 

랜드에 한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은 구매의사결정과정

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경쟁 랜드 비 소비자에게 차별

성  우월성이 인식되었을 때 지각된 품질이 높게 나타

난다[30]. 즉 특정 랜드에 한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

은 소비자들이 차별 이고 우수하다고 평가할수록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3 연구가설 설정

지 까지의 수직  랜드확장에 한 연구들에 의하

면 소비자들은 상 기술수 의 제품범주로 확장하는 상

향  확장보다는 하 기술수 의 제품범주로 확장하는 

하향  확장에 해 더 호의 으로 평가한다고 하 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랜드차원의 효과를 배제하고 확

장제품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실제 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랜드 인지도, 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등과 같은 

랜드 가치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하면 수직  랜드확

장의 방향성에 따른 결과가 달라 질수 있다는 반론이 제

기되어진다.  

랜드확장에 있어 랜드의 향  역할과 련된 

선행연구들[23,17,9,12]에 의하면, 확장제품이 기능  유

사성의 범 를 벗어날지라도 랜드의 개념(concept)  

연상과 일치하거나 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랜드확장

에 한 소비자의 평가가 호의 일 수 있다고 하 다. 따

라서 수직  확장의 방향성에 따른 확장제품 평가도 확

장 상 모 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랜드 가치의 구성

요소에 한 소비자의 지각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

으로 상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랜드 가치의 구성요소

들이 수직  확장 방향성에 따른 확장제품 수용도에 어

떠한 형태로 향을 주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 랜드 인지도가 수직  랜드확장 제품

의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랜드 인지도에 따라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 랜드 연상이 수직  랜드확장 제품의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랜드 

연상에 따라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 방

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 지각된 품질이 수직  랜드확장 제품의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지각된 

품질에 따라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 방

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수직  랜드

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수직  랜드

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 랜드 연상과 지각된 품질이 상호작용효

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수직  랜드확

장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브랜드 및 확장제품의 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는 

실험 상이 되는 랜드와 확장제품에 한 선정이 필요

하다. 이를 하여  소재 학의 20명 학생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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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우선, 실험 상의 랜드는 조사 상자들에게 지각  

측면에서 랜드 가치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에

서 실제 랜드이어야 하고, 수직  랜드확장이 수평

 랜드확장에 비해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들에서 사업

다각화의 성장 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에서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기업 랜드가 합할 것

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자동차 기업들  표

랜드로 인식되고 있고 사 조사결과, 하이테크 제품(M5

척도=4.63)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동차를 실험 상 

랜드로 선정하 다.   

실험 상의 확장제품은 성율과 김미령(2005)[28], 

허종호와 박승배(2011)[14] 등의 연구에서 언 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제품 비 확장제품의 기술수 에 따라 

상향  확장이나 하향  확장으로 구분되는 수직  확장 

방향성을 기 으로 선정하 다. 사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상향  확장제품으로는 항공기(M5 척도=4.67), 하향  

확장제품으로는 스쿠터(M5 척도=2.25)를 선정하 다.

3.2 변인의 측정도구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한 측정도구는 랜드 가치, 

수직  확장 방향성, 확장제품 수용도 등 3가지 변인들에 

한 측정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랜드 가치는 본 연

구에서 Aaker(1991)의 연구[1]를 토 로 소비자 지각

련 차원의 랜드 가치로 개념화하여, 랜드 인지도, 

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등을 랜드 가치 의 구성요소로 

하 다. 랜드 인지도의 측정은 Rio & Riquelme(2008) 

[24]와 Baldauf, Cravens & Binder(2003)[5] 등의 연구를 

기 하여 랜드에 한 인지정도와 친숙성을 5첨 척도

로 평가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랜드 연상의 

측정은 Aaker(1991)[1]와 Keller(1998)[18]의 연구를 바탕

으로 랜드 연상이란 랜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소비자의 호의 이고 강력하며 차별 인 연상이라는 조

작  정의에 따라 반  호의도, 기억 수월성, 경쟁제품 

비 차별성을 5첨 척도로 평가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 다.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가 주 으로 단하고 

인식하고 있는 반 인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의 우월성 

 우수성에 한 총체 인 평가라는 조작  정의에 따

라 Aaker(1991)[1]와 Pappu, Quester & Cooksey(2005) 

[22] 등의 연구를 기 하여 품질  서비스의 우수성, 품

질  서비스의 신뢰성, 품질  서비스의 일 성 등을 5

첨 척도로 평가하는 3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수직  확장 방향성은 사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과 같이 수직  확장 방향성은 모제품 비 확

장제품의 기술수 을 5  척도로 평가하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확장제품의 수용도는  허종호과 

주태욱(2005)[29], 여 상(2010)[15] 등의 연구를 기 하

여 확장제품에 한 일반 인 소비자 태도 측면의 호감

도와 구입의도를 5  척도로 평가하는 2개 문항으로 측

정하 다.

3.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한 조사방법은 조사 상자가 측정문

항들에 해 직  응답하게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

법을 이용하 다. 설문조사 상자는 서울  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 남녀로 특정집단의 지나친 편 에 

의한 연구결과의 왜곡 상을 막기 하여 지역  성별 

안배를 고려하여 총 240명(지역별로는 서울   각

각 120명, 성별로는 남녀 학생 각각 120명)을 편의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하 다. 

통계분석을 한 자료는 수집된 총 240부의 설문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여 응답내용을 검증하여 불

성실한 답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15부의 설문지만을 

실증분석 자료[12]로 이용하 다. 최종 으로 실증분석

에 이용한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로는 서울지역 43.6 %, 지역 56.4 %로 나타났고, 성

별로는 남자 학생 51.9 %, 여자 학생 48.1 %로 나타

났다.

3.4 확장제품 적합성 및 측정도구 신뢰성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한 실증분석에 앞서 사 조사를 

통해 선정된 확장제품들이 제 로 선정되었는지를 검증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Table 1>에서 보는바

와 같이 수직  확장의 방향성 형태별 두 제품 간 차이

(t-value)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평가치(Mean)도 상 으로 뚜렷하게 높고 낮게 나타났

다. 따라서 사 조사를 통해 선정한 실험 상의 확장제

품들이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한 실증분석을 해 합

하게 선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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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Fitness test of selected extension 
products

Extension

types

Extension

products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Upward

Downward

Airplane

Scooter

4.75

2.38

0.45

0.62
129.36**

 * p < 0.05, ** p < 0.01

이와 함께 실증분석을 해 도입된 측정변인  랜

드 가치의 구성요소들과 확장제품 수용도가 다수의 측정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측정항목들이 해당변

인을 정확하고 일 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한 신

뢰성 검증을 실시하 다. 검증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가 랜드 가치의 

구성요소인 랜드 인지도 0.82, 랜드 연상 0.76, 지각

된 품질 0.80이고, 확장제품 수용도 0.81로 나타나 각 변

인에 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test of measurement Items 
Variables Measurement items Chronbach'α

Brand 

awareness

 Brand recognition

 Brand familiarity
0.82

Brand 

association

 General preference

 Easy remember

 Differentiation

0.76

Perceived 

quality

 Superiority of quality and 

 service

 Credibility of quality and 

 service

 Consistency of quality and 

 service

0.80

Receptive degree  

of product

 Preference of product

 Purchasing Intension of 

 product

0.81

4.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하여 

확장제품의 수용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랜드 가치의 

구성요소인 랜드 인지도, 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등

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변인의 효과에 한 유의성 검증결과인 <Table 3>를 

살펴보면, 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의 주효과, 랜

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간의 상호작용효과, 랜드 연

상과 지각된 품질 간의 상호작용효과 등은 0.01 유의수

에서 각각 유의미하고, 랜드 연상의 주효과는 0.05 유

의수 에서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 간의 상호작용효과, 세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효과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들에 한 검

증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Significance test of independent 
variables' effect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Brand awareness 3.14 1  3.14   4.59**

Brand association 1.67 1  1.63   2.45*

Perceived quality 5.43 1  5.43   7.94**

Brand awareness

 * Brand association
1.08 1 1.08   1.57

Brand awareness 

* Perceived quality
5.54 1 5.54   8.09**

Brand association

* Perceived qualit
4.10 1 4.10   5.99**

Brand awareness * Brand 

association * Perceived 

quality

1,04 1 1,04   1.52

Errors 142.18 208 0.68

 * p < 0.05, ** p < 0.01

4.1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

연구가설 1-1은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제품 수용

도에 한 랜드 인지도의 향을 규명하는 가설이다. 

<Table 3>에 의하면 확장제품의 수용도는 랜드 인지

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서 제품 수

용도(3.45)가 더 높다는 에서 랜드 인지도가 수직  

랜드 확장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확장 방향성 형태별 랜드 인지도에 따른 

제품 수용도를 살펴보면, <Table 5>에서 보듯이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랜드 인지도에 따른 제

품 수용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

향  확장(3.45, 2.15)보다 하향  확장(3.83, 3.06)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랜드 인지도의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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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그에 따라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

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1은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랜드확장의 경우에도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기존의 랜드확장과 

마찬가지로 랜드 인지도가 확장제품의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나, 랜드 인지도에 따른 향 

정도는 하향  확장에서 상향  확장보다 더 크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Receptive degree of extension product  
 

Brand awareness
Extension types

Total Upward Downward

High

Low 

3.45

2.61

3.07

2.15

3.83

3.06

<Table 5> Significance test of simple main 
effect under Interaction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Brand awareness at 

upward extension
3.31 1 3.31 3.72**

Brand awareness at 

downward extension
2.69 1 2.69 3.65**

 * p < 0.05, ** p < 0.01

4.2 브랜드 연상의 영향

연구가설 1-2은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제품 수용

도에 한 랜드 연상의 향을 규명하는 가설이다. 

<Table 3>에 의하면 확장제품의 수용도는 랜드 연상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Table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는 랜드 연상이 높은 

경우에서 제품 수용도(3.10)가 더 높으며,, 랜드 연상

이 높은 경우에도 상향  확장에서는 부정 인 태도

(2.46)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랜드 확

장 방향성 형태별 랜드 연상에 따른 제품 수용도를 살

펴보면, <Table 7>에서 보듯이 상향  확장에서는 랜

드 연상에 따른 제품 수용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에, 하향  확장에서는 제품 수용도가 랜드 연상이 높

은 경우(3.74)와 랜드 연상이 낮은 경우(3.05)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랜드 연상의 정 인 향과 그에 따라 수직  랜드

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로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

다는 가설 1-2는 하향  확장의 경우에서만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랜드 확장의 경우

에 랜드 연상이 하향  확장형태의 랜드 확장에서

만 제품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6> Receptive degree of extension product

Brand association
Extension types

Total Upward Downward

High

Low

3.10

2.61

2.46

2.17

3.74

3.05

<Table 7> Significance test of simple main 
effect under Interaction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Brand association at 

upward extension
0.83 1 0.83   1.03

Brand association at 

downward extension
3.28 1 3.48 3.69**

 * p < 0.05, ** p < 0.01

4.3 지각된 품질의 영향

연구가설 1-1은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

태별 제품 수용도에 한 지각된 품질의 향을 규명하

는 가설이다. <Table 3>에 의하면 확장 제품의 수용도는 

지각된 품질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품질이 높은 경

우에서 제품 수용도(3.83)가 더 높다는 에서 지각된 품

질은 수직  랜드 확장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랜드 인지도의 결과

와 유사하나, 다만 상향  확장의 제품 수용도가 지각된 

품질이 높은 경우(3.67)에서 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3.07)와 랜드 연상이 높은 경우(2.47)와 비교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랜드 확장 방향성 형태별 

지각된 품질에 따른 제품 수용도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9>에서 보듯이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

에서 지각된 품질에 따라 제품 수용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각된 품질에 따른 제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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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는 상향  확장(3.67, 2.10)에서 하향  확장

(3.98, 2,8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품질의 정 인 향과 그에 따라 수직  랜드확장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로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

설 1-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랜드확장

에서도 지각된 품질이 요한 랜드 가치 요소로서 제

품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상향

 확장의 경우에는 더욱 큰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Table 8> Receptive degree of extension product

Perceived quality
Extension types

Total Upward Downward

High

Low

3.83

2.48

3.67

2.10

3.98

2.85

<Table 9> Significance test of simple main 
effect under Interaction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Perceived quality at 

upward extension
4.51 1 4.51 5.57**

Perceived quality at 

downward extension
4.02 1 4.02 4.37**

 * p < 0.05, ** p < 0.01

4.4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연상 간 상호작

용에 따른 영향 

연구가설 2-1은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의 상호

작용효과  그에 따른 수직  랜드확장 방향성 형태

별 제품 수용도에 한 향을 규명하는 가설이다.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한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의 단순상호작용효과 검증결과, <Table 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상향  확장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아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없

는 반면에, 하향  확장에서는 유의미하여 랜드 인지

도와 랜드 연상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하향  확장에 한 제품 수용도를 살

펴보면, <Table 11>에서 보듯이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단순주효과만 있는 경우보다 랜드 인지도가 높고

(High) 랜드 연상이 높은(High) 경우에서는 더 높게

(4.07) 나타났고, 랜드 인지도가 낮고(Low) 랜드 연

상이 낮은(Low) 경우에서는 더 낮게(2.81) 나타났다. 따

라서 랜드 인지도  랜드 연상 간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1은 하향  확장에서만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랜드확장의 경우에 상향  확장

에서는 랜드 인지도만이 제품 수용도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고,  하향  확장에서는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의 향이 상호작용효과로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0> Significance test of simple Interaction 
effect under Interaction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Brand awareness * Brand 

association at upward 

extension

0.52 1 0.52   0.64

Brand awareness * Brand 

association at downward 

extension

4.81 1 4.82 5.55**

 * p < 0.05, ** p < 0.01

 

<Table 11> Receptive degree of extension product 
Brand awareness

*

Brand association

Extension types

Total Upward Downward

High ‧ High

High ‧ Low

Low ‧ High

Low ‧ Low

3.41

3.07

2.84

2.49

2.75

2.59

2.30

2.17

4.07

3.54

3.38

2.81

4.5 브랜드 인지도 및 지각된 품질 간 상호작

용에 따른 영향 

연구가설 2-2은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의 상호

작용효과  그에 따른 수직  랜드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한 향을 규명하는 가설이다. <Table 

12>에 의하면, 제품 수용도에 한 랜드 인지도와 지각

된 품질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2가지 확장 방향성 형태

에서 유의미하여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장 방향성 형태별 확장제

품 수용도를 살펴보면,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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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효과로 인해 단순주효과만 있는 경우보다 독립

변인, 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이 미치는 향이 배

가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랜드 인지도가 높고

(High) 지각된 품질이 높은(High) 경우에는 더 높게(상향

 확장 3.95, 하향  확장 4.31) 나타나고, 랜드 인지도

가 낮고(Low) 지각된 품질이 낮은(Low) 경우에는 더 낮

게(상향  확장 2.06, 하향  확장 2.75) 나타났다, 따라서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간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확

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2

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랜드확장의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확장제품 수용도에 미치

는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의 향이 상호작용효과

로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2> Significance test of simple Interaction 
effect under Interaction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Brand awareness * Perceived 

quality at upward

 extension

4.14 1 4.14 5.13**

Brand awareness * Perceived 

quality at downward

 extension

5.16 1 5.16 6.37**

 * p < 0.05, ** p < 0.01

 

<Table 13> Receptive degree of extension product
Brand awareness

*

Perceived quality 

Extension types

Total Upward Downward

High ‧ High

High ‧ Low

Low ‧ High

Low ‧ Low

4.13

2.79

3.25

2.41

3.95

2.68

3.14

2.06

4.31

2.90

3.36

2.75

4.6 브랜드 연상 및 지각된 품질 간 상호작용

    에 따른 영향 

연구가설 2-3은 랜드 연상과 지각된 품질의 상호작

용효과  그에 따른 수직  랜드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한 향을 규명하는 가설이다. <Table 

14>에 의하면, 제품 수용도에 한 랜드 연상과 지각

된 품질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2가지 확장 방향성 형태

에서 유의미하여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랜드 연상과 지각된 품질의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장 방향성 형태별 확장제

품 수용도를 살펴보면,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독립변인( 랜드 연상, 지각된 품

질)이 미치는 향이 배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랜드 

연상이 높고(High) 지각된 품질이 높은(High) 경우에는 

더 높게(상향  확장 3.77, 하향  확장 4.18) 나타나고, 

랜드 연상이 낮고(Low) 지각된 품질이 낮은(Low) 경

우에는 더 낮게(상향  확장 2.12, 하향  확장 2.83) 나타

났다, 따라서 랜드 연상과 지각된 품질 간 상호작용효

과에 의한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에 차이가 있

다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랜

드확장의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확장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의 향이 

상호작용효과로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4> Significance test of simple Interaction 
effect under Interaction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of 
Square

F-value

Brand association * Perceived 

quality at upward 

extension

2.96 1 4.14 3.65**

Brand association * Perceived 

quality at downward extension
4.60 1 5.16 5.23**

 * p < 0.05, ** p < 0.01

 

<Table 15> Receptive degree of extension product
Brand association

*

Perceived quality 

Extension types

Total Upward Downward

High ‧ High

High ‧ Low

Low ‧ High

Low ‧ Low

3.98

2.63

3.33

2.46

3.77

2.50

3.19

2.12

4.18

2.75

3.47

2.83

5. 결론 및 함의

수직  랜드확장의 경우에도 기존의 랜드 확장과 

마찬가지로 모 랜드의 가치를 이용하는 랜드 략이

기 때문에 확장 상 랜드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랜

드 가치가 상당부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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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랜드를 이용하여 소비자 지각

측면에서 인식되고 있는 랜드 가치의 구성요소들이 수

직  랜드확장의 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라 기술  수 의 확장 방향성 형태별 제품 수용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 다는 에 차별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심으로 

주요 발견   그에 따른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랜드 인지도의 향을 분석한 결과, 수직  

랜드확장의 경우에도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

서 기존의 랜드확장과 마찬가지로 랜드 인지도가 확

장제품의 수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고, 랜

드 인지도에 따른 향 정도는 하향  확장에서 상향  

확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직  랜드

확장에서도 모제품 비 기술수 에 따른 확장방향성 형

태별로 향정도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랜드 인지도가 요한 랜드 

가치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

해서 수직  랜드확장도 기존의 랜드를 이용한 사업 

다각화 략의 한 형태로서 높은 랜드 인지도가 랜

드확장의 성공 인 수행을 한 기본 인 랜드의 요건

이라는 것이다.

둘째, 랜드 연상의 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랜

드확장과 달리 수직  랜드확장의 경우에 랜드 연상

이 상향  확장에서는 정 인 향을 주지 못하나, 하

향  확장에서는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직  랜드확장에서는 랜드 연상

이 모제품 비 기술수 이 낮은 하향  확장의 경우에

서만 요한 랜드 가치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하향  형태의 수직  랜드확장 

략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확장 상 모 랜드의 랜드 

연상 가치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된 품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수직  랜

드확장에서도 확장방향성 형태별로 향정도가 다소 차

이는 있으나 지각된 품질이 요한 랜드 가치 요소로

서 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상향  확장의 경우에는 더

욱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지각된 품질이 다른 랜드 가치 구성요소들과는 달리 

보다 기술  근거로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수직  랜드확장  상 기

술수 의 제품으로 확장하는 상향  확장을 수행하는 경

우에는 확장 상 모 랜드가 높은 지각된 품질의 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확장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수용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랜드 가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향을 분석한 결과, 우선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 

간의 단순상호작용효과는 상향  확장에서는 없고 하향

 확장에서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랜드 

인지도와 랜드 연상 간의 단순상호작용효과와 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간의 단순상호작용효과는 상향  

확장과 하향  확장 모두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확장 상의 모 랜드에 해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

는 랜드 가치 구성요소들의 상태에 맞춰 확장방향성 

형태별 수직  랜드확장 략을 달리 수행하여야 한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상 랜드  모제품의 주 구입 

 이용 계층이 30  이후 연령층인 상황에서 학생들

만을 조사 상자로 하고 있고, 실험 상 확장제품도 수

직  확장 방향성의 정도가 극단 으로 높고 낮은 제품

들만을 선정하여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

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사 상자의 확 와 

함께 연구 상 랜드  확장제품을 보다 다양하게 하

는 후속 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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