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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브랜드를 접하고 있다. 고대

국가에서의 브랜드는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제

품에 생산자 이름을 밝히도록 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책임을 가리기 위한 본래의 의도에서 발전

하여 제품의 질이 크게 향상된 이후에는 제품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이름, 로고, 심벌 등의 속성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그 

대상을 특징하게 되었다[1]. 즉, 브랜드란 판매자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 짓고 이들

을 경쟁자의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을 의미한다[7]. 이러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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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globalization of the consumer market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 brand; subsequently, brand 

extension is strategically used to launch of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Especially, various and new service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have been provided 

continuously. This study examined consumer’s evaluation for brand extension centered on the brand extension 

as a mobile payment service through consumer propensity and familiarity as well as attitude toward a brand.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self-efficacy and implicit theories among consumer characteristics 

positively influence familiarity and attitude toward a brand. Second, it shows that the planned consumption 

tendency among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a consumer positively affect familiarity toward a bran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brand extension on parents brand affects the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and the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is connected to a willingness to recommend through the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pensity, the consumer’s perception, and evaluation towards 

the brand extension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continuous efforts and required company activities to build and 

form a positive attitude and familiarity of consumers for the brand.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rategy development of brand extensions in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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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임해파, 김경영, 우강천, 이영희

에 의미와 경험이 더해져 가치가 부여되고, 오늘날 많은 소비재들

이 등장하는 시장 환경에서의 브랜드는 이들을 손쉽게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

장에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제품

의 품질만으로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47], 많

은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

해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써 기

업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64].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로 인하

여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소비시장에서 브랜드는 소비자들

의 평가에서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Aaker [2]는 시장에 계속해서 출시되는 수많은 신제품들은 소

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브랜드 확장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브랜드 확

장은 모 브랜드(parent brand)의 사전 인지도와 연상을 새로운 

제품범주로 전이시키는 것으로[81], 모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

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의 지각적인 불안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들의 구매욕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03]. 브랜드 

확장을 통한 효과는 신제품에 대한 최초 구매율을 높일 수 있으

며,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3]. 새로운 제품들이 

이미 형성된 브랜드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마케팅프

로그램 비용 및 신제품 출시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89]. 이러한 이유로 신상품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기존 브랜

드에 대한 지식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자산을 강화

시키는 주요 방안으로 브랜드 확장은 각광받고 있다[107].

그러나 브랜드 확장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

다. 과도한 브랜드 확장전략으로 인한 확장제품의 실패는 모 브랜

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43], 일반화 되었을 

경우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

도 존재한다. 따라서 브랜드 확장에서 소비자 평가의 중요성이 부

각되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된 브랜드 확장은 기업과 소비자 모

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브랜드 확장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평가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브랜드 확장의 방법, 부정적 또는 긍정적 생각, 적합

성 또는 비일관성에 대한 생각, 호감도, 실질적 행동의지인 구매

의도 등이 있으며, 모 브랜드와 확장제품 간의 관련성[58], 브랜

드 확장의 지각된 적합성[67] 및 확장 브랜드와 소비자 태도[97]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

드 확장 전략의 활용이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91], 브랜드확장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는 사회 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생활에 새롭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

해진 시장에서의 성공적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브랜드 확장을 선

택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브랜드 확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 확장의 유형은 제품에서 제품으로 확장, 제품에

서 서비스로 확장, 서비스에서 제품으로 확장, 서비스에서 서비

스로 확장인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브랜드 확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확장 유형별로 브랜드 확장의 마케팅적 성공 전

략 및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장된 브랜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108].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에서 또 다른 서비스로 브랜드 확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브랜드에

서 서비스 브랜드로의 확장사례를 살펴보면, Lee 등[72]은 포털

사이트 브랜드 네이버가 확장한 서비스 브랜드인 네이버 오픈캐

스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OS

회사가 운영하는 Google Play스토어와 애플의 iTunes, 통신사에

서 직접 운영하는 T-store 등의 어플리케이션 판매 앱스토어 운

영 등을 들 수 있다[91].

또한 최근 SNS서비스 브랜드인 ‘카카오톡’은 금융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뱅크’를 포함하여 ‘카카오게임’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브랜드를 확장하였고,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간편결제 

서비스 ‘배민페이’를 출시하였다[42].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와 확

대로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 및 결제관련 서비스 브랜드들이 새롭

게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브랜드에서 확장된 서비스

로 소비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있다. 모바일 결제의 확

대는 이미 해외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현금 없는 가게’를 늘리고 

화폐 발행을 줄이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모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2017년 4월

부터 ‘동전 없는 사회’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용한 일상은 점차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 

가능하다[75]. 이는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

도로 확산되는 환경 가운데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74],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등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브랜드 확장의 최

근 동향이 서비스와 관련된 브랜드 확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

이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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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PC로 구매하는 경우 여

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번거로운 결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매 절차상의 불편함을 모바일로 구매할 경우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다양한 간편결제나 앱카드 등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19]. 또한 모바일 구매는 한 사

람만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상, 사용자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제안이 가

능해 PC기반 온라인 쇼핑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으며[86],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고객들이 재이용 할 확률이 높고, O2O사업 확대에 있

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59].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 구

매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16년 1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전체 온라인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

은 5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닐슨코리아 역시 편

리하고 맞춤화된 모바일 쇼핑의 성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

였다. 소비자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이유는 서비스에 대한 호

기심과 이용편리성 등이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존 결제 방식

의 익숙함, 개인정보보호·보안 우려 등이 언급되었다[86]. 이러

한 결과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성향과 관련된 사항

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의도와 확장 브랜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시장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브랜

드 확장과는 또 다른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의 브랜드확장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의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소비자 측면에서 파악함으로

써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실증적인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브랜드확장 평가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소비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64], 브랜드 구매의도

에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73, 90] 기업

이 소비자의 성향과 소비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분류하여 마케팅

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수적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 브랜드에서 확장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함

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과 확장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소비자 성향과 소비성향에 대해 살펴보고, 각

각의 소비자 성향과 소비성향이 모 브랜드 친숙도 및 확장된 모바

일 간편결제 서비스 브랜드 태도와 이용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통한 소비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소비자 이해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특성

에 맞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정의 및 이용 실태

모바일 결제 서비스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63]. 과거의 모바일 결제 서

비스는 카드정보를 매번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공인인증서 실

행, 비밀번호 입력 등 결제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해 사용자의 편

리성이 크게 저해되었으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각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기술

을 도입하여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고 있다[17]. 이는 신용카

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해 처음 이용 시 등록하면 그 이후 구매부터는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기존의 결제 방식에서의 혁신적 

변화를 보여주는 금융거래 형태로 웹 브라우저, 디바이스, OS에 

상관없이 호환성을 제공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나 같은 조건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매우 높다[31].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Active X와 공인인증서에 의존

도가 높았던 기존의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불편함과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던 보안성 문제 및 해외 온라인 쇼핑 구매자들의 불

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보는 2015년부터 Active X와 공인

인증서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였고[31], PG(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등과 같은 온라인 결

제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새롭게 부각되

고 있다[17]. 핀테크의 결제 서비스는 크게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

라인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 구입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결제하는 것으로 해외의 경

우 이베이의 결제전문회사인 페이팔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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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임해파, 김경영, 우강천, 이영희

음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페이, 롯데에서 제공하는 엘페이 

등이 있다. 오프라인 서비스는 실제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대신해 모바일 기기로 결제하는 것으로, 삼성전

자에서 제공하는 삼성페이, 애플에서 출시한 애플페이 등이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하

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 시장규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5%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17년 약 880조원(7,21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추정하였다[39].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

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도 빠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핀테크를 미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하루 결제액이 1조원이 넘어 중국인 하루 

소비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알리페이는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36].

한국도 마찬가지로 통계청이 2017년 1월에 발표한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2016년 12월 모바일 쇼핑거래액은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56.3%를 차지하며 전년 동월대비 15.4% 

증가하였다. 이렇게 모바일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결제 

방식도 인터넷 기반의 결제 방식을 거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로 변화하고 있다[100].

DMC 미디어의 2015년 소비자 보고서에 의하면 간편결제 서

비스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97.9%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72.1%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하였다[19].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경험은 여성이 89.1%, 남성이 74.2%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76.4%가 향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늘릴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20]. KT경제경영연구소와 대학내일20대연구

소가 2015년에 함께 진행한 20대의 모바일 및 콘텐츠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메신저나 SNS 이용뿐 아니라 검색, 일

정 관리, 계좌 이체, 쇼핑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 어느 수단보다도 

모바일 이용을 더 편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쇼핑 시 모

바일 이용을 편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40.2%로, 모바일 쇼핑의 성

장세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대학생들의 온라인 쇼핑에서의 모바

일 이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도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18].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추이로 볼 때, 결제 인프라의 확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

황이다. 특히 가장 높은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브랜드의 경우, 서비스 브랜드에서 확장된 것이 대부분이

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고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타 서비스 브랜드에서 확장 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에 대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비자 성향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사

용하는 자발적 정보기술 서비스이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

다는 모바일의 장점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비

스이다[38], 이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신기술이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소비자의 성향과 정보의 신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이루어

져 왔었는데, Im 등[40]은 소비자 성향 중 혁신성이 새로운 기술

의 수용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65, 87], 소비자의 자기효

능감도 기술 수용 및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7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소비자 성향이 신

기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Oh 

[87]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소

비자 성향 변수를 소비자의 혁신성향과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검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성향을 소비자의 혁신 성향과 암묵

적 성향,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소비자 성향이 브랜드 

확장과 관련하여 모 브랜드의 친숙도 및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혁신 성향

소비자 혁신성(consumer innovativeness)이란 어떠한 사회체

계 내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 먼저 혁신을 수용

하려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고[24, 93],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신

속히 신기술 혹은 혁신 제품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소비자의 혁신성은 소비자가 신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어

떠한 새로운 것을 다른 구성원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수용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28]. 이러한 개인의 혁신성은 신

기술 및 혁신 제품의 수용여부와 그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33].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보다 신제품

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성이 높은 소

비자들은 독특함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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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한다[83]. 또한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

며 모험심이 강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불확실성

에 대처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며, 스스로 수용한 혁신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직면하게 되는 좌절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한다[93].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혁신 채택에 따를 위험을 수용한다[33]. 

Berkowitz 등[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

낀다고 하였다. 반면에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가진 신념에 반하는 것을 거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그들은 새로

운 제품의 속성이나 편익에 대한 개관적인 정보제시보다 권위 있

는 모델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비스 브랜드는 모 브랜드에서 

확장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브랜드로 소비자의 혁신성에 따

라 모드랜드에 대한 친숙도 및 확장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브

랜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암묵적 성향

암묵적 성향은 1980년대 초에 지적 능력에 대한 개인의 근본

적인 신념을 일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Dweck 등[23]의 연

구에 따르면 암묵적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특징 

및 속성의 변화 또는 불변성에 대한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는데, 자아의 속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공식적 신

념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 된다[22].

개인의 암묵적 성향은 개인의 성격, 지능, 도덕성 등에 대한 가

용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 즉, 가변론자와 불변론자로 구분된다

[23]. 사람의 특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가변론자와 불변론자 사이에 다양한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불변

론자는 개인의 지능이 고정적이고,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변

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 가변론자는 지능 등이 유동적이며 

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고, 향

상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처리의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변론자는 가변론자에 

비해 고정관념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37]. 불변론자는 사

람들이 변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갖게 된 판

단을 재고하는 경향이 적고, 따라서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갖는다

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79].

암묵적 이론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변론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변화를 야기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 불변론자 편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변화보

다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불변론자는 평가 결과

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변화보다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능성에 관점에 따라 확장된 서비

스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암묵적 이론을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68, 

78, 79].

3) 자기효능감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아효능감을 자기효능감과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다. 최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Bandura [12]가 

제시하였으며, 자아 효능감을 사회적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또는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핵심 요인

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

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로 기능을 설명하고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혼

돈되기 쉬운 개념 중 하나인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거나 좋아하

는 느낌)를 반영하는 개인의 특성이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평가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30].

Bandura [13]는 자기효능감 체계의 다차원성을 주장하였는

데, 개인의 효능감은 총괄적인 검사에 의해 시도되는 맥락이 배

제된 일반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다면적인 현상(multifaceted 

phenomenon)으로 보았다. 또한 한 가지 활동영역에서 높은 효

능감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반드시 높은 효능감을 가지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4].

지금까지 주로 교육이나 학습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되

어 왔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수용, 온라인을 통한 

지식 공유 및 이용자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확장되어 왔다[87]. 

또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위험에 대응하는 행동의 방향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은 적극적인 위험 대응, 정보탐색, 예방활동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05]. 자기효능감은 기술수용모델의 지각

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외에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변인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며, 소비자 성향의 일부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모 브랜드와 확장

된 브랜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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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임해파, 김경영, 우강천, 이영희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3. 소비자의 소비성향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소비과정에서 비교

적 일관되게 나타내는 심리적 성향을 지칭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70]. 소비성향은 소비활동 시에 중심이 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임과 동시에 

개인의 소비행동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53, 70].

소비성향은 Lazer [66]에 의해 마케팅 분야에 처음 소개되었

으며 타인과 구별되는 생활양식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유사한 개념

으로 제시되었으며, Holt [35]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의 생

각과 느낌으로 개념화 하였다.

Kim [50]은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사용방법과 사용 후 처분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하는 

심리 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이라고 정의하며 6개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인이나 체면을 의식하는 사회성, 환경

상품을 구입하거나 자원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공익성,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구매를 하고 충동적 또는 비계획적으로 

구매하는 충동성, 균형있는 예산지출과 과소비 자제, 계획성 있는 

구매를 하는 합리성, 할인시기에 구매하고 소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효율성, 그리고 현재의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향유성 등

이 있다. 이와 같이 소비성향에는 개인의 소비를 중시하는 것, 인

간관계를 중시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차

후 수단으로 소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Kim [60]의 소비성향 척도 개발 및 소비성향 집단의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Holt [35]와 

Kim [50]의 소비성향 분류를 기초로 하여 4집단으로 소비자 집

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성된 4집단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

하여 가격비교를 하는 등 합리적 구매를 하고 사회 참여적인 활

동에도 관심이 많은 ‘합리적 적극적 소비집단’, 유명상표를 선호

하며 타인의 소비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과시적 동조 소비집

단’,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나 이슈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적극

적 사회 관심집단, 사회에 무관심하고 저가 상품 구매에만 관심을 

가지는 ‘저가지향 소극적집단’으로 유형화 하였다. Kim [56]은 소

비성향을 심리적 요인으로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사용방법과 사

용 후 처분 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한 심리 및 행동상

의 일정한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소비성향에 대한 각 요인은 유행

성, 과시성, 심미성, 실용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처럼 마케팅 방

법 및 일련의 구매결정과정 등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연구되어왔으며, 다양한 특성으로 구분지어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진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소비행

동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

초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계획구매성향, 타인의식성향, 충동구

매성향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브랜드 확장과 관련하

여 모 브랜드의 친숙도 및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계획구매성향

계획구매성향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성향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주로 사용되어져왔다. Ro [92]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행동이론상 계획구매란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정보탐색과 대안평가, 구매의사결정 그리고 구매라는 일

련의 순차적 과정을 거침을 의미한다. 즉, 계획적 의사결정과정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소비자가 실제의 상태와 

자신이 바라는 상황 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하게 되며 자신이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탐색하게 된다[16]. 이러

한 과정에서 자극에 노출되면 몇 가지의 대체 안을 선택하여 평가

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구매 

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Jeong [41]은 합리적 소비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과 효용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충

족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고 실천하여야하는 인지적 조건과 소비자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위한 사회 윤리적 조건이다. 여기서 

소비자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지적 조건으

로 소비자 정보의 충분하고 적절한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98]. 

Kang과 Shin [46]의 소비성향에 따른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결정

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구매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물건

을 살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 여러 상점을 살펴보고 비교한 후 사

고 구입 목록대로 구입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진 것을 계획

구매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계획구매성향이 종속 변수인 확

장된 서비스 브랜드의 간편해진 결제 시스템의 이용의도와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 타인의식성향

1990년대 이후 과소비, 경쟁적 과시소비, 고급사치성 소비, 모

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11].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소비, 타인을 위

식한 현시적 과소비, 타인과의 비교에 근거한 유명상표 추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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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층의 소비생활을 모방하는 모방소비가 소비의 목적으로 왜곡

되는 성향이 있다[52].

이처럼 타인의식성향은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성향의 하위영

역에 속하며, 소비성향에서는 체면의식성향과 혼용하여 사용하였

고,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과시소비, 과소비, 모

방소비 등으로 연구되어져왔다. Kim [50]은 소비성향의 하위영

역 중 사회성에 포함되는 것을 타인이나 체면을 의식하는 소비성

향이라고 하였고, Sung [102]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제적 수준

을 무시당하지 않고 체면을 지키겠다는 소비행동을 하는 것을 체

면의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Kim [61]은 상징소비를 하는 이유 역

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는 응답과 ‘자신의 이미지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하는 이유’들로 나타

났다. 즉 타인을 의식한 체면 소비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Baek과 Lee [11]는 과시소비를 타인에게 보이

기 위한 소비, 즉 소비를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혼용하여 사용한 체면의식과 타

인의식성향을 타인의식성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며, 체면의

식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행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소

비자의 타인의식성향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의도와 추

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3) 충동구매성향

충동구매성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점에서 비합리

적인 구매행동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비계획구매성

향으로 분류 되고 있다. Jones 등[44]은 충동구매를 사전에 계획

하지 않은 제품을 보는 순간 깊은 생각 없이 상점 진열 등의 마케

팅 자극과 감정 등에 의해 감성적 비인지적 반사적으로 이루어지

는 구매 행동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98]. 또한 Stern [101]은 

비계획적 구매를 충동구매와 동일하게 보았는데, 충동구매를 점

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계획적 구매로 간주하고 있으며, 비계획

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저가격, 셀프서비스, 효과적

인 광고, 상품진열 등 판매 촉진, 운반의 편리성 등을 제시하였고

[84], 이러한 충동구매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동믹스적 

측면에서 순수 충동구매, 상기 충동구매, 암시적 충동구매, 계획

적 충동구매의 4가지 차원으로 충동구매성향을 분류하여 제시하

였다.

충동적이란 어떠한 제시된 자극에 대하여 심사숙고 없이 즉각

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충동구매란 상품을 보고 깊은 생각 없이 바로 구매하는 것

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62]. 또한 Rook과 Hoch [95], Rook [94] 

등은 소비자의 내적·감정적 차원에 근거하여 충동구매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슬픔, 우울, 긴장, 불안 등을 느끼는 소비자가 

쇼핑을 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껴 불안한 감정이 감소된다고 하였

다[82].

이와 관련하여 Sung [102]은 다양한 소비행동 중에서 충동구

매가 중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즉각적인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특정한 문제를 외면하려고 구매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Babin 등[8]은 소비자들은 불편

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동구매를 하며 쾌락적 가치

를 추구한고 하였다. Kim [51]은 충동구매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제품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암시·순수적 충동구매, 둘째, 가격이나 사은품 등의 판

촉에 영향을 받는 자극적 충동구매, 셋째,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상기적 충동구매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충동구매성향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소비성향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을 사용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충

동구매성향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의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4. 브랜드 확장에 대한 친숙도 및 태도

1) 친숙도 

브랜드 친숙도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신뢰 및 믿음의 개념으

로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탐색과 정보

처리와 같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특성변수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6]. 브랜드 친숙도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111],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110], 브랜드에 대한 지식, 경험, 충

성도[104]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Alba와 Hutchinson [6]은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소비자일수

록 실제로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이 더 적게 요구

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이미 잘 만들어진 지식

구조와 약간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반

면에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소비자는 브랜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인지적 노력을 수행하는데 이는 약간의 기대 불일치

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브랜드 친숙도가 높

은 소비자일수록 친숙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모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된 브랜드를 더 친



406 | Vol.55, No.4, August 2017: 399-41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이승신, 임해파, 김경영, 우강천, 이영희

숙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Hecker와 Childers 

[32]는 소비자의 브랜드 관련 경험에 따른 지식구조가 기억에 존

재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직·간접 경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소비

자에게 친숙한 브랜드일수록 그 브랜드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인

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im과 Kim [57]

의 연구에서는 모 브랜드와 확장된 브랜드의 교차구매에 있어서 

모 브랜드에 대한 노출이 많이 일어나는 브랜드일수록 그렇지 않

은 브랜드보다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더욱 많이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브랜드 확장 시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해야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모 브랜드를 노

출시킬 수 있는 촉진전략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Lee

와 Moon [69]의 연구에서도 비유사 확장을 시도했다하여도,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 때 확장제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확장된 브랜드

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

로 하여 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친숙도가 확장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태도

태도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인 방식으

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 태도를 통해 고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26].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

자의 전반적인 가치 평가로 정의되며, 특정 브랜드에 대해 우호

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하려는 소비자들의 경험

을 통해 학습된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47]. Ajzen과 Fishbein [4]

은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력을 주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

였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는 특정 행동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에 의해 행동의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76].

다음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태도-행동 모델 중 하나였던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

장한 모델로서[85], 합리적 행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제3의 요인

인 지각된 행동통제(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제시

되었다[21]. 즉,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 모델의 소비자태

도와 주관적 규범 뿐 아니라 그 행동 수행에 대한 용이성 등을 파

악하는 지각된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5, 76].

Youm [109]의 모바일 위치기반광고에 대한 이용 동기, 지각

된 유용성, 광고효과 간 구조모형 분석 연구에서는 위치기반광고

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하며 위치기반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각된 유용성은 

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Choi와 Kim 

[1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MPTAM(mobile payments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한 모바일 쇼핑에서의 간

편결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

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에 편리함을 느끼고 사용 시 많은 노

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해당 서비스의 유

용함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다는 것을 보여는 것이

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구매와 관련된 시간과 노력

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점과 같은 혜택

을 준다고 인식하는 경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5. 브랜드 확장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도

1) 이용의도

Fishbein과 Ajzen [26]에 따르면 구매의도란 개인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중간 변수로 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의

해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매의도는 예상되는 소비자

의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

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일반

적으로 구매의도가 구매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5].

Bae와 Kim [10]은 고객의 지각된 모 브랜드의 서비스 품질이 

확장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모 브

랜드의 인지도와 서비스 품질이 확장된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브랜드확장 시에는 모 브

랜드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을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상승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서비스 품질에서도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는 

모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ee [77]는 패션브랜드 확장 시 확장제품

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브랜드 확장 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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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49]은 모바일 지불 시스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비자 개인의 혁신성, 모바일 이동성, 편리성, 접속성

이 있음을 밝혀낸바 있는데, 이후 Lee와 Park [74]의 모바일 간

편결제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

자의 태도가 이용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

었고, 인지된 유용성, 소비자의 혁신성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확장된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의 서비

스 이용의도는 모 브랜드에 관한 요소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 브랜드 친숙도와 확장된 브랜드 태

도가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추천의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소비자 행동연구에서는 모바일 간

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는 Oh [87], 

Lee와 Park [74] 등에 의하여 연구되어진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추천의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확장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브랜드의 추천의도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Yang [106]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SNS의 정보 품질과 제공자

에 대한 신뢰성 및 몰입도가 추천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후 Seo [96]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사용자가 유용성과 용이성

을 판단하여 수용하고 이를 만족하면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Kang [45]의 연구에서는 스포츠브랜

드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서비스 특성에 대한 수용태도는 추천의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 등[55]

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광고태도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Oliveira 등[8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식된 기술 보안과 

성능에 대한 기대, 혁신성 등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을 통해 모바

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 브랜드 친

숙도와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태도 및 이용의

도가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추천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성향, 소비자의 소비성향, 모 브랜드

에 대한 친숙도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확장된 브랜드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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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ing Instrument

Variable Reference

Consumer propensity Implicit theories [68, 79, 83, 87, 105]

Innovativeness

Self-efficacy

Consumers consump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50. 53]

Conscious theory of behavior

Behavioral theory of impulsiveness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15]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80]

Purchase intention towards brand extension [29]

Willingness to recommend a brand extension [9, 96]

Scale, 5-point Likert.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0)

Variable Group N %

Gender Male 150 50.0

Female 150 50.0

Age (yr) 20-29 75 25.0

30-39 75 25.0

40-49 75 25.0

50-59 75 25.0

M(SD) 39.32 (10.98)

Residence Seoul 103 34.3

Metropolitan city 78 26.0

Province 119 39.7

Education (yr) ≤15 97 32.3

≥16 203 67.7

M(SD) 15.22 (1.75)

Marital status Married 134 44.7

Single 166 55.3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43 14.3

201-400 102 34.0

401-600 95 31.7

≥601 60 20.0

M(SD) 462.80 (216.91)

Monthly consumption (10,000 KRW) ≤100 92 30.7

101-200 67 22.3

201-300 74 24.7

≥301 67 22.3

M(SD) 234.26 (1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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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소비자 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암묵적 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혁신 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기효능감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1:   계획구매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타인의식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충동소비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비자 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암묵적 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혁신 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자기효능감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계획구매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타인의식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충동소비성향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는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는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는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추

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

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총 소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소비자 성향은 암묵적 

성향, 혁신 성향,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비자의 소비

성향도 계획구매성향, 타인의식성향, 충동구매성향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 확장된 브랜드

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와 추천의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변수

와 측정도구는 다음 Table 1과 같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예비조사결과 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의 성

인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6일-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과 AMOS ver. 18.0 (IBM 

Co.)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소비자 성향, 

소비자의 소비성향,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대하여 빈도분석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각 변수의 문항들 간의 신뢰도인 Cronbach‘a값 

및 구성변수들의 유형화와 측정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CFA)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기준에 따른 Cronbach’s a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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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는 모두 변수의 a값이 0.6이상임으로 측정도구의 신

뢰성과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구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결과에 의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의 적합도는 CMIN(χ2) 값이 788.67***(DF=515), CMIN/

DF 값이 1.53이었으며,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R=0.03, GFI=0.87, AGFI=0.84, RMSEA=0.04, 증분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0.89, IFI=0.96, TLI=0.95, 

CFI=0.96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구조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구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중타당도와 판

별타당도를 이용하였다. 연구척도들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조사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Variable Item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AVE CR Cronbach’s a

Consumer propensity Implicit theories a3 1.00 0.72 - 0.65 0.85 0.84
a2 1.20 0.83 12.22***

a1 1.18 0.81 12.14***

Innovativeness h3 1.00 0.79 - 0.74 0.90 0.85
h2 1.05 0.81 14.18***

h1 0.97 0.85 14.87***

Self-efficacy z6 1.00 0.80 - 0.63 0.91 0.83
z5 0.80 0.67 11.67***

z4 0.75 0.61 10.54***

z1 0.81 0.63 10.82***

z2 0.99 0.79 14.11***

z3 0.65 0.57 9.74***

Consumers consump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s3 1.00 0.74 - 0.71 0.83 0.74
s2 1.01 0.79 7.72***

Conscious theory of behavior s7 1.00 0.80 - 0.63 0.83 0.82
s6 1.14 0.85 14.38***

s5 0.88 0.68 11.61***

Behavioral theory of impulsiveness s11 1.00 0.71 - 0.69 0.87 0.86
s10 1.17 0.86 13.73***

s9 1.23 0.89 13.96***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sx3 1.00 0.72 - 0.69 0.90 0.84
sx2 1.06 0.80 12.48***

sx1 1.03 0.79 12.40***

sx5 0.89 0.69 10.94***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td4 1.00 0.87 - 0.78 0.94 0.92
td5 0.98 0.83 18.18***

td3 0.97 0.85 18.73***

td1 1.00 0.83 17.97***

Purchase intention towards brand extension yy4 1.00 0.83 - 0.82 0.93 0.91
yy2 1.14 0.89 19.24***

yy1 1.16 0.90 19.75***

Willingness to recommend a brand extension tj4 1.00 0.84 - 0.79 0.94 0.92
tj3 1.02 0.87 18.96***

tj2 1.03 0.87 19.19***

tj1 0.99 0.87 19.20***

Goodness-of-fit: c2
515=788.67, p<0.00; CMIN/DF=1.53; RMR=.0.03, GFI=0.87, AGFI=0.84, RMSEA=0.04, NFI=0.89, IFI=0.96, TLI=0.95, CFI=0.96

***p<.001



Vol.55, No.4, August 2017: 399-417 | 41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소비자 성향과 브랜드 태도가 브랜드확장평가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이용하

였다. 개념신뢰도는 한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을 

가리키며 보통 0.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

다. 평균분산추출로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

이며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

이는데, 이는 항목들의 분산 중 1/2은 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있

어야 그 항목들을 수용할만하다는 의미가 된다. Table 3과 같이 

모든 요인의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 값이 0.7 이상이며, 평균분

산추출 값은 모두 0.5 이상임으로 따라서 연구척도의 집중타당성

이 검증되었다.

또한 연구척도의 판별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Fornell과 

Larcker [27]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별타당성 평가의 

Table 4. Correlation of Observed Variables

Variable a b c d e f g h i j

a 1

b 0.40 1

c 0.11 0.08 1

d 0.07 0.22 0.06 1

e 0.25 0.08 0.16 0.01 1

f 0.11 0.02 0.08 0.02 0.43 1

g 0.08 0.13 0.01 0.08 0.04 0.01 1

h 0.07 0.08 0.13 0.02 0.03 0.03 0.36 1

i 0.09 0.11 0.04 0.02 0.00 0.00 0.25 0.55 1

j 0.11 0.11 0.11 0.03 0.03 0.04 0.29 0.62 0.77 1

M (SD) 3.58 (0.72) 3.76 (0.54) 3.11 (0.81) 3.72 (0.67) 3.11 (0.82) 2.87 (0.87) 3.78 (0.63) 3.48 (0.71) 3.59 (0.76) 3.36 (0.78)

a: Implicit theories, b: Innovativeness, c: Self-efficacy, 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 Conscious theory of behavior, f: Behavioral theory of impulsiveness, g: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h: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i: Purchase intention towards brand extension, j: Willingness to recommend a brand extension

Table 5. Hypothesis Testing Results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Adoption of hypothesis

H1-1 Implicit theories →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0.05 Reject

H1-2 Innovativeness →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0.08 Reject

H1-3 Self-efficacy →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0.21* Adoption

H2-1 Theory of planned behavior →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0.19* Adoption

H2-2 Conscious theory of behavior →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0.06 Reject

H2-3 Behavioral theory of impulsiveness →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0.05 Reject

H3-1 Implicit theories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34*** Adoption

H3-2 Innovativeness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04 Reject

H3-3 Self-efficacy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05 Reject

H4-1 Theory of planned behavior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10 Reject

H4-2 Conscious theory of behavior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15 Reject

H4-3 Behavioral theory of impulsiveness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08 Reject

H5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0.59*** Adoption

H6 Brand familiarity of parent brand → purchase intention towards brand extension 0.09 Reject

H7 Attitude towards brand extension → purchase intention towards brand extension 0.69*** Adoption

H8 Purchase intention towards brand extension → willingness to recommend a brand extension 1.07*** Adoption

Goodness-of-fit: c2
528=833.25, p<0.00; CMIN/DF=1.58; RMR=0.04, GFI=0.86, AGFI=0.84, RMSEA=0.04, NFI=0.88, IFI=0.95, TLI=0.95, CFI=0.9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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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두 변수 각각의 AVE 값과 그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

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두 AVE 값이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

다 크면 그 두 변수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 한 변수는 다른 변수를 설명하

는 것보다 자체의 측정변수들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의하여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과 상관계

수의 제곱 값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AVE 값의 범위가 

0.63-0.82로 상관계수 제곱 값의 범위인 0.00-0.77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모두 검증

되어 연구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설 검정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

며, 사용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5). 분석결과는 CMIN(χ2) 값이 833.25***(DF=528), 

CMIN/DF는 1.58이었으며,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

인 RMR=0.03, GFI=0.86, AGFI=0.84, RMSEA=0.04, 증분

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0.88, IFI=0.95, 

TLI=0.95, CFI=0.95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정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소비자 성향과 소비성향이 모 브

랜드 친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 결과는 자기효

능감과 계획소비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1-3과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과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의 경로계수가 0.21(p＜.0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쳐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또한 계획소비성향과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의 경로계수가 0.19(p＜.05)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소비성향이 모 브랜드에 대

한 친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소비자 성향과 소비성향이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암묵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암묵적 성

향과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경로계수가 0.34(p＜.0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암묵적 성향이 확장된 브

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또한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

한 검증 결과는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5가 채택되었다. 모 브랜드에 대한 친

숙도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경로계수가 0.59(p＜.00)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브랜드에 대한 친

숙도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5

가 채택되었다.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

한 검증 결과는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7이 채택되었다. 확장된 브랜드

에 대한 태도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경로계수가 0.69(p

＜.0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장된 브랜

드에 대한 태도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쳐 가설 7이 채택되었다.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

한 검증 결과는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8이 채택되었다. 확장된 브랜드

에 대한 추천의도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의 경로계수

가 1.07(p＜.0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

장된 브랜드에 대한 이용의도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추천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8이 채택되었다.

결론 및 제언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

키기 위해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브랜

드 확장을 통하여 모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확장된 브랜드

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소비생활에서의 큰 변화로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

급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간편결제 기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혁신적인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기술을 통해 소

비자는 다양한 서비스 및 재화를 간편하게 소비하고, 관련 정보

를 모바일에서의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러한 기

존소비생활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소비환경의 변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의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용 행위 및 추천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 중심에서 모바일 간편결

제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태도나 역량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브

랜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브랜드 확장에서의 모 

브랜드와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소비자 성향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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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향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관련 기업에서의 효과

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발과 실효성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하는데 소비자 성향의 파악과 이에 대한 분류는 필수적인 요인

이 될 것이다.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변수인 소비자성향 

중에 자기효능감과 소비성향 중에 계획구매성향은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구매

성향보다 자기효능감이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믿

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이 낮은 소비자보다 높은 소비자는 상황처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있고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를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계획구매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구매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

과 효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정

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구매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더 높은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관한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를 증가시킬 수 방안

으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성향인 계획구매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둘째, 외부변수인 소비자 성향 중에 암목적 성향은 확장된 브랜

드 즉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소비자의 가변론적 성향이 높을수록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관한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소비자의 가변론적 성향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

피보다는 가치획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확장된 브랜드 인 모바일 간

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수록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

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관한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높

은 소비자일수록 실제로 확장된 브랜드 즉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를 평가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이 더 적게 요구되고, 이는 확장된 브

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고 기업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넷째,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태도

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은 소비자들의 확장된 브랜드 즉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관한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가 확장된 브랜드 즉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확장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

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의도로 연

결시키기 위하여 모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의 구축과 소비자 성향

인 자기효능감을 함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는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용의도가 있

으면 타인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한 SNS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사람

들의 후기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며, 

이로 바탕으로 추천의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에서 서비스로의 브랜드 확장을 살펴보

았으며, 특히 확장된 브랜드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 대다수 이다. 따라서 모 브랜드를 보다 세분화하여 

모 브랜드 특징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의 확장에 대한 소비

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연구와 더불어 소

비자들의 실제 사용경험과 의견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질

적인 연구 및 실험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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