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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품군 내 선도 랜드가 가지는 형성을 랜드 개성 평가를 통해 분석하 다. 사

조사를 통해 인스턴트 원두커피가 분석 상 제품군으로 선정되었고, 일반 매장 매 랜드인 ‘카 ’, 

‘루카’, ‘수 리모’ 세 개의 랜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선도 랜드인 카 가 해당 제품군을 

표하는 랜드 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 의 경우, 진실, 능력, 성공, 세련 등 제품

군이 보유하는 4가지 개성 차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루카의 경우, 능력, 진실, 세련 등 세 가지 개성

차원이 공통 인 것으로, 수 리모의 경우는 세련과 능력 두 개의 개성차원만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성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념에 있어서도 카 의 경우가 다른 경쟁 랜드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공통성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랜드 개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랜드의 형성 평가에 한 가능

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브랜드개성∣제품군∣선도브랜드∣전형성∣개성차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icality of the leading brand in a specific product category 

through comparison of personality evaluation. Measuring scales for brand personality was also 

used to measure the product category’s personality which consumers expected generally. By 

pre-test, an instant coffee category was selected for product category. In the instant coffee 

category, three brands-‘kanu’, ‘looka’, and ‘supremo’-were analyzed for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ading brand, kanu had the typicality for the instant coffee category. Kanu 

had the same dimensions of brand personality, which were sincerity, competence, success, and 

sophistication, as the instant coffee product category had. Comparatively, looka had just three 

personalities -competence, sincerity, and sophistication-which were similar to personalities in the 

product category. And, supremo had only two personalities-sophistication and competence-which 

were similar to personalities in the instant coffe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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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랜드 개성은 보편 으로 랜드와 연 된 인간

인 특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랜드 개성은 성격과 

련된 인간  특성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 , 경

제  측면의 특성도 포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1]. 랜드 개성은 소비자에게 랜드의 감성 이고 

자아표 인 의미를 달함으로써 랜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소비자와의 계 속에서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 랜드가 속한 제품군 내의 경쟁 랜드와 차별화

시키는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2].

랜드 개성과 련된 기존 연구들은 랜드 개성 차

원에 한 측정 항목의 개발 연구, 랜드 개성 형성의 

선행요인에 한 연구, 그리고 자아 이미지 일치성과의 

련성에 한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3]. 이

러한 세 가지 흐름 , 처음의 두 가지는 반 인 수

에서 랜드 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아 이

미지 일치성 연구는 개별 랜드에 한 분석을 바탕으

로 소비자와 랜드의 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품군 내 경쟁하는 랜드들 사이

에서 선도 랜드의 역할을 랜드 개성을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시 는 기술의 발달로 특정 제품군 내 경쟁하는 

랜드들 간의 품질 면에서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특정 제품군 내 랜드 스

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군 

내 지배 인 치를 차지하는 선도 랜드의 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선도 랜드가 해당 제품군의 보편

 성격을 표하는 형성(typic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성이란 하나의 랜드가 해당 제품군의 

표성을 얼마나 잘 반 하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4]. 선도 랜드는 해당 제품군에 한 소비자들의 보

편 인 욕구를 반 하고, 후발 랜드들의 경우는 차별

인 욕구에 충실해야 효과 인 랜드 포지셔닝이 가

능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랜드 략의 정설로 받아들

여져 왔다[5]. 그러나 이를 평가하는 기존 연구들은 기

능  측면의 혜택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6]. 

본 연구의 목 은 특정 제품군 내 선도 랜드가 가

지는 형성을 랜드 개성평가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

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기능과 

품질에 따른 혜택에 바탕을 둔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

의 랜드 인식 에서 랜드 개성에 한 평가를 

통해 실제 선도 랜드가 해당 제품군의 표성을 얼마

나 반 하고 있는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

일 제품군 내 타 경쟁 랜드들과의 차이 역시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제품군 자체에 한 소비자들의 기 와 

선도 랜드가 보유하는 형성을 랜드 개성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랜드에 한 략  평가에서의 랜

드 개성 평가의 유용성을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문헌 검토 

1. 브랜드 개성

랜드 개성은 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결과 으로 소비자의 정 인 

랜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7]. 랜드 개성 차원들

은 서로 독립 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체계

인 방법으로 서로 유기 으로 연 되어 원형 인 구

조(circumplex model)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8]. 따라서 랜드 아이덴티티와 랜드 이미지 모두 

표 인 한두 가지가 아닌 랜드에 한 여러 개성들

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개별 으로 기능하는 것

이 아니라 종합  측면의 련성을 바탕으로 기능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랜드 개성과 련된 기존 

연구들의 주요 흐름은 첫째, 랜드 개성 차원에 한 

측정 연구, 둘째, 랜드 개성의 선행요인들을 밝히는 

연구, 셋째, 랜드 개성과 자아 이미지 일치성 효과에 

한 연구들이다. 

랜드 개성 차원에 한 측정항목의 개발 연구들은 

J. Aaker[9]가 측정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 흥미, 능력, 

세련, 강인함 등 5개의 개성 차원을 제시한 후, 국내에

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J. Aaker의 척도를 수정 보

완하여 18-39개 등의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연구자들

은 4-5개 정도의 개성 차원에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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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0]. 흥미로운 은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에서는 미국 소비자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정감’이라는 

개성 차원이 부분의 랜드에 걸쳐 보편 인 개성 차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향력 역시 큰 것으로 발견되

었다는 이다[11].  

랜드 개성의 형성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제품 

련 특성과 비 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 왔다. 

제품 련 특성은 제품군, 패키지, 가격, 속성 등이 심

이며, 비 련 특성은 제품과 직  련 없는 무형  요

인으로서, 사용자 이미지, 후원자, 심벌, 고스타일, 생

산지, 회사 이미지, 최고 경 자, 랜드 련 이벤트 활

동, 시장에서의 랜드 치 등이 해당된다[12]. 한 

이는 제품 유형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향을 랜드에

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 일치성과 랜드 개성 간의 

계를 탐구한 연구들은 크게 두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3]. 하나는 랜드 개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랜드의 

계가 형성된다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갖

는 자아 아미지가 랜드 이미지와 일치할수록 랜드 

태도가 정 이라는 연구이다. 즉, 랜드 개성과 소비

자의 자아 아미지 일치성이 높아질수록 랜드에 한 

평가가 더욱 정 이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랜드 

개성을 통해 소비자와 랜드 간의 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비자가 희망하는 이미지를 강화하여 

랜드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며, 궁극 으로 소

비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랜드 개성 차원 측정에 한 부분은 2000년을 후

하여 여러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결과, 국내 랜드에 

한 개성평가 항목들은 국내 소비상황에 합한 ‘정감’

이라는 차원을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8]. 

그러나 랜드 개성형성의 선행요인에 한 연구들은 

제품 련,  비제품 련 양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요인

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한계에 부딪  연구결과에 한 

공통된 합의 을 찾기에는 아직 무리가 크다고 단된

다.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  향력의 차이를 확인

해야 하며, 한 이를 평가하기 한 유기 이고 종합

인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자아 이미지와의 랜드 개성과의 일치성에 

한 연구들은 랜드 개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계

가 형성되며, 일치성이 높을수록 랜드에 한 정

인 평가가 나타난다는 비교  공통된 결과들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서도 개별 랜드들에 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 제품

군 내 경쟁하는 랜드들 간의 계에 한 탐구가 필

요해 보인다. 를 들어, 여성화장품 랜드들의 경우 

거의 부분의 랜드들이 핵심 타겟의 자아 이미지에 

일치하고자 하는 마  커뮤니 이션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이런 경우 제품군 체를 상으로 한 일반  

수 의 연구들은 그 용성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며, 

특정 개별 랜드 평가 결과 역시 제품군 체를 설명

할 수 없어 제한 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해당 제품

군 내 경쟁하는 랜드들 간의 향력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에 한 계 규명 역시 랜드 략의 측

면에서 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주용과 한 주

는 랜드 감정의 향력이 랜드 개성이나 자아일치

성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

[14].

2. 브랜드 전형성

하나의 제품군 내에서 기능과 품질 등에서 매우 유사

한  시  부분의 경쟁 랜드들은 소비자들에게 선

택다양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기업이 경쟁 랜드들

과의 무한 경쟁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군 내 1등 랜드인 선도 

랜드의 의미는 더욱 요하다. 과거 선도 랜드

(leading brand)의 의미는 처음 시장에 나와 기술력을 

선보인 최  출시된 랜드(first mover) 다. 그러나 

에는 최  출시된 랜드의 의미가 상 으로 축

소되었다. 신에 소비자 마음속에서 우선 으로 떠오

르는 최  상기 랜드(first minder)가 선도 랜드로 

자리매김한다[1]. 이는 선도 랜드가 소비자 인식 

(mind share)상에서 지배 인 치를 유하고 있어야 

시장 유율(market share)에서도 지배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도 랜드는 높은 시장 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동

시에 소비자 인식 상의 우 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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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높다[15]. 선도 랜드에 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는 학습효과에 의한 형성과 친근성 효과로 소

비자로부터 해당 제품군에서 형성을 부여받는다[16]. 

시장 선도 랜드에게 선발 우  이 이 지속 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랜드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형성에 한 설명은 범주화로부터 비롯된다. 형성

의 개념은 개인이 특정 상을 동질 인 유목으로 분류

하거나, 상  는 하  개념으로 구분하여 조직화하는 

인지과정을 거친다는 범주화에서 출발한다[16]. 즉, 범

주화에 한 이론은 소비자의 랜드에 한 기억 그리

고 고려상표군 속에서의 안 선택 등과 련해 어떻게 

랜드를 평가하고 구매결정을 내리는가에 한 이론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품군 내 선도 랜드의 형성을 랜드 개성 

평가를 통하여 실증 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제품군에 

한 소비자 평가와 함께 해당 제품군의 선도 랜드와 

후발 랜드들에 한 개성 평가를 함께 수행하고자 한

다. 즉, 주요 개성 차원을 악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해 

선도 랜드가 어느 정도 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

구하고자 한다. 주요 개성 차원뿐만 아니라 각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개념들의 구체  비교 한 수행하

고자 한다. 사 조사를 통해 제품군을 선정하 고, 해당 

제품군의 일반 매 랜드 3가지가 결정되었다.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제품선정 과정은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기술하 다. 

<연구문제 1>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의 선도 

랜드인 카 의 랜드 개성 차원은 제

품군 자체가 가지는 개성 차원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카 의 랜드 개성 차원과 하  랜

드인 루카와 수 리모의 개성 차원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카 , 루카, 수 리모의 개성 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은 인스턴트 원

두커피 제품군의 개성 차원을 구성하

는 구성개념과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제품군과 브랜드 선정

제품 선정을 해 최근 3년 동안 고 련 학술지(

고학연구, 한국 고홍보학보, 고연구, 고PR실학연

구)에 게재된 랜드 련 연구에서 학생에게 합한 

제품으로 다루어졌던 11개의 제품군을 수집하 다. 그 

제품군은 화장품, 비타민, 샴푸, 스포츠웨어, 진통제, 청

량음료, 아이스크림, 에 지드링크, 패션의류, 인스턴트 

원두커피, 피자 등이다. 수집된 제품군 모두 여 제

품에 속한다. 이는 랜드 개성과 제품속성 간 상  

요도에 한 기존 연구에서, 여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랜드 개성의 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는 결과를 바탕으로 여 제품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될 상 제품군을 선정하 다. 

이들 제품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학

생 46명(남23, 여23)을 상으로 사 조사가 진행되었

다. ‘해당 제품을 잘 알고 있다’ 와 ‘해당 제품에 해 친

숙하게 느낀다’ 의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7  리커트

형 척도를 통해 측정하 다. 조사결과 남녀 간 성별 차

이를 보이지 않는 제품들 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획득한 인스턴트 원두커피(m=5.847)가 연구를 한 제

품군으로 선정되었다. 인지도와 친숙도 두 가지 측정항

목에 한 신뢰도 검증결과(cronbach’s alpha > 0.861) 

분석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명되었다. 

사 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

에 속하는 랜드를 연구에 사용하 다. 시장조사 자료

에 근거하여 선도 랜드로서 ‘카 ’, 하  랜드로서 

‘루카‘, ‘수 리모’가 분석을 해 선정되었다[18]. 마트

나 편의  등에서 매하는 일반 매 랜드로는 상기 

3개의 랜드가 존재한다. 이들 3개의 랜드는 가격과 

사용법 등이 매우 유사한 상태이다. 이 외에 랜차이

즈 커피 문 에서 자체 랜드로 매하는 것들이 다

양하게 있지만, 이는 일반 매장에서 매하는 일반소비

자 상 랜드가 아니므로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커피 문  랜드 인스턴트 원두커피들은 모양, 형태, 

가격 등에서 서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 해

당 커피 문  랜드 자체에 한 이미지 차이가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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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 원두커피에도 편향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분

석에서 제외하 다.   

2.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세종시에 치한 학의 학생 204명이 응답자 집단

으로 선정되어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답하 다. 표본집

단은 고, 마  련 공 학생들을 제외한 채 공 

련성이 낮은 학과의 학생들만을 상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조사 결과,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구매  음용

해 본 경험이 없는 24명의 응답을 제외한 총 180명(남 

88명, 여 92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남녀 집단 간 성별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들이 가지는 제품군 자체에 한 기 를 평가

한 후 이를 선도 랜드의 랜드 개성과 비교하기 해 

제품군 자체에 한 평가 역시 랜드 개성 척도를 사

용하여 동일하게 평가하 다. 랜드 개성을 평가하는 

척도항목은 어느 특정 랜드만을 평가하기 해 고안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랜드라도 평가할 수 있도록 사

람의 개성을 의인화하여 해석하는 것이므로 이 척도항

목을 활용하여 제품군 자체에 한 기 를 평가하는 것 

역시 방법론 으로 용 가능한 것으로 단하 다. 

응답자들은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 자체에 한 

개성을 평가한 후 세 개의 랜드들에 한 개성 평가를 

함께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 어 실시하 다. 세 개의 랜드들을 제시하는 순서

를 세 집단에 다르게 배치하여 진행하 다. 이는 랜

드 제시 순서에 따라, 앞 랜드에 한 평가의 향이 

뒤에 제시되는 랜드 평가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배제하기 함이었다.

 

그림 1. 연구모형

랜드 개성을 평가하기 한 측정항목으로 23개의 

구성개념 항목을 사용하 다. 이는 J. Aaker[9]가 제시

한 15개 개성평가 항목(실용 인, 정직한, 건 한, 활기

찬, 모험 인, 생기 있는, 창의 인, 인, 신뢰할만

한, 지 인, 성공지향 인, 멋진, 매력 인, 외향 인, 강

인한)에 김유경의 연구[11]로부터 추가된 항목(정, 

사, 야심있는, 순종 인, 의바른, 한, 깨끗한, 아량

있는) 8개가 포함된 것이다. 김유경의 구성개념 항목들

은 J. Aaker의 연구결과에 한국  정서를 반 하는 구

성개념을 추가하여 확  구성한 것으로서 이후 국내 

랜드 개성 련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랜

드 개성 측정은 리커트형 7  척도를 통하여 이루어졌

다.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결과를 분석하기 해 요인분

석을 수행하 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탐색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 다. 이는 

공통  차원의 항목들을 분류해 내기에 가장 합한 통

계  방법이다. 요인분석 모델은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모델을 사용하 고, 요인 선택의 

기 이 되는 최소 아이겐 값(eigenvalue)은 ‘1.0’으로 설

정하 다. 그리고 요인의 해석 시, 요인들 간의 상호독

립성을 확보하기 하여 직각회 (varimax) 기법을 사

용하 다. 상기 23개 항목들을 바탕으로 결과분석이 진

행되었다. 분석결과 동질한 성향을 가지는 구성개념 항

목들이 하나의 역으로 분류되면, 연구자가 요인분석

의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구성개념들의 특성을 포 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각 요인의 명칭을 명명하

고, 이것이 각 제품군  랜드를 표하는 주요 개성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에 한 개성 차

원과 세 랜드가 가지는 랜드 개성 차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 랜드인 카 는 해당 제품군에 한 

소비자들의 보편 인 기 , 즉 제품 개성과 매우 유사

한 랜드 개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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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는 하  랜드인 루카, 수 리모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 다. 각 개성차원을 구성하

는 구성개념 역시 카 의 경우 인스턴트 원두커피 자체

가 가지는 구성개념과 많은 공통성을 나타내고 있었으

며, 이는 루카, 수 리모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결론 으로 카  랜드는 해당 제품군에 한 높은 

랜드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

구문제별 구체 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의 

선도 랜드인 카 의 랜드 개성 차원이 제품군 자체가 

가지는 개성 차원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 다. 구체 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

요인 1

요인명: 능력 요인명: 진실

생기있는*
활기찬*
외향적*
건전한*
고급스런

.928

.894

.605

.585
.521

예의바른*
정직한*
깨끗한
지적인*

.875
.860
.748
.731

Eigenvalue
설명변량(%)

5.383
25.633

Eigenvalue
설명변량(%)

4.193
19.967

요인 2

요인명: 진실 요인명: 능력

지적인*
예의바른*
믿음직한*
정직한*

.851

.779
.694
.645

외향적*
생기있는*
활기찬*
건전한*

.863
.792
.719
.517

Eigenvalue
설명변량(%)

5.247
24.983

Eigenvalue
설명변량(%)

2.915
13.882

요인 3

요인명: 세련 요인명: 성공

멋진*
깨끗한
매력적*

.937
.899
.743

성공지향적*
현대적*
모험적

.869

.768

.708

Eigenvalue
설명변량(%)

3.741
17.816

Eigenvalue
설명변량(%)

2.699
12.854

요인 4

요인명: 성공 요인명: 세련

성공지향적*
현대적인*
실용적인

.906

.825
.779

매력적*
고급스런
멋진*

.848
.723
.624

Eigenvalue
설명변량(%)

2.573
12.252

Eigenvalue
설명변량(%)

2.495
11.882

요인 5

요인명: 정

정감있는
마음이 넓은

.849
.817

Eigenvalue
설명변량(%)

2.413
11.489

누적변량(%) 80.684 누적변량(%) 70.074

표 1. 요인분석 결과(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을 표하는 개성 차원으

로는 4개가 나타났으며, 선도 랜드인 카 의 주요 

랜드 개성은 5개의 차원이 발견되었다. 두 경우 모두 요

인들이 가지는 체 설명변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품군에 해서는 약 80%, 카 에 해서는 약 70%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이 가지는 

체 개성  능력, 진실, 세련, 성공 등의 4개 개성 차

원이 체  약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카 의 랜

드 개성 체 에서 진실, 능력, 성공, 세련, 정 등의 5

개 개성 차원이 약 70%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카 의 경우 인스턴트 원두커피에 한 소비자들의 

기 를 충실하게 반 하는 랜드 형성을 보이고 있

다. 제품군의 경우 능력(25.688%)>진실(24.988%)>세

련(17.816%)>성공(12.252%), 랜드 카 의 경우 진실

(19.967%)>능력(18.882%)>성공(12.854%)>세련

(11.882%) 순서로 나타나 주요 요인의 순서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카 는 진실, 능력, 성공, 세련의 

4가지 제품 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다른 은, 제품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선도 랜드 카 에서만 발견된 ‘정’이라는 개성 

차원이다. 5번째 개성차원으로 나타난 ‘정’은 정감 있는, 

마음이 넓은 등의 구성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1%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랜드 개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소비자의 랜드 체험 는 

고의 향력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소비자가 가지는 카 와 련된 음용 체험, 사람

들과의 계 는 고에서 제공하는 분 기, 모델의 

이미지 등의 향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카 의 랜드 개성 차원과 하

 랜드인 루카와 수 리모의 개성 차원들 간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 다. 루카와 수 리모에 한 구

체 인 분석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루카의 랜드 개성 차원은 3개가 발견되었다. 능력, 

진실, 세련 등이다. 능력(21.070%), 진실(20.581%), 세련

(10.119%) 등 세 가지 개성차원은 종합하여 약 5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루카는 인스턴

트 원두커피 제품군의 네 가지 개성 차원  세 가지 개

성 차원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리모의 랜

드 개성 차원은 세련, 능력 2개가 발견되었다. 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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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 능력(18.284%) 두 개성 차원은  설명변

량이 약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리모의 경우 인

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의 네 가지 개성 차원  두 가

지 개성 차원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카 수 리모

요인 1

요인명: 능력 요인명: 세련

지적인
현대적
외향적*
활기찬*

.817
.792
.759
.588

깨끗한*
고급스런
멋진*
예의바른

.866

.806
.737
.584

Eigenvalue
설명변량(%)

4.425
21.070

Eigenvalue
설명변량(%)

4.199
19.995

요인 2

요인명: 진실 요인명: 능력

예의바른*
믿음직한*
정직한*
건전한

.936
.881
.857
.666

외향적*
지적인
활기찬*
건강한

.928

.896

.802
.756

Eigenvalue
설명변량(%)

4.322
20.581

Eigenvalue
설명변량(%)

3.840
18.284

요인 3

요인명: 세련

고급스런
깨끗한*

.889
.673

Eigenvalue
설명변량(%)

2.385
10.119

누적변량(%) 51.770 누적변량(%) 38.279

표 2. 요인분석 결과(루카, 수프리모)

선도 랜드인 카 의 경우 제품군이 가지는 개성 차

원 네 가지를 모두 보유하며, 추가 으로 ‘정’이라는 차

원을 확보하는 등 풍부한 개성 차원과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하  랜드인 루카와 수

리모의 경우는 보유하는 공통 인 개성 차원이 상

으로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 가 선도 

랜드로서 상 으로 더욱 강력한 랜드 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연구문제 3>에서는 개성 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

념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각 개성 차원에 

한 명칭은 요인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을 바탕으로 연

구자가 명명한 것이므로 구성개념이 얼마나 일치하는

가가 매우 요하다. 각 구성개념들을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표 1]과 [표 2]의 비교). 

선도 랜드인 카 의 경우, ‘진실’ 차원에서는 의

바른, 정직한, 지 인 등의 구성개념들이 제품군 자체 

개성의 구성개념들과 일치(*)하고 있다. 제품군에서 나

타난 구성개념  ‘믿음직한‘을 제외한 75%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능력’ 차원에서는 외향 , 생기 있

는, 활기찬, 건 한 등의 구성개념이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군에 한 개성의 구성개념 5개 

 고 스런 을 제외한 80%가 일치하는 것이다. ‘성공’ 

차원에서는 성공지향 , 인 등의 요소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군에서 보이고 있는 3가지 구

성개념  실용 인을 제외한 67%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세련’ 차원에서는 매력 , 멋진 등의 구성개념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군에서 가지는 세련이라

는 개성차원의 구성개념 3가지  ‘깨끗한’을 제외한 2

가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진실, 능력, 성공, 세련 등의 4

가지 주요 개성차원들이 가지는 구성개념 부분이 제

품군 개성차원의 구성개념과 공통 으로 발견됨을(최

소 67%에서 최  80%까지 반 ) 확인할 수 있었다. 

루카의 경우, ‘능력’ 차원에서는 외향 인, 활기찬 등 

두 개의 구성개념들이 제품군 자체가 가지는 능력 차원

의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에

서 보여주고 있는 5개의 구성개념  2개가 일치하여 

40%의 공통 을 나타내고 있다. ‘진실’ 차원에서는 

의바른, 믿음직한, 정직한 등 세 개의 구성개념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나 제품군 진실 차원을 구성하는 

개념들  75%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리모의 경우, ‘세련’ 차원에서는 깨끗한, 멋진 등

의 두 개의 구성개념들이 제품군 자체가 가지는 세련 

차원의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군에서 나타난 세 개의 구성개념  두 개가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나 67%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능력’ 차

원에서는 외향 인과 활기찬 두 개가 제품군에서 보이

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 능력 차

원의 구성개념 5개  2개가 일치하여 40%가 공통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랜드 개성 평가를 통한 내용을 요약하면, 

선도 랜드인 카 는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의 개

성 차원 4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각 개성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 역시 최소 67%에서 최  80%까

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성이 높았다. 하지만 

다른 랜드들은 일치하는 개성 차원의 수가 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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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개성 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의 일치성이 낮

게 나타났다. 루카는 세 개의 개성 차원이 공통 이었

으나 각 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의 일치성이 최소 

40%에서 최  75%로 나타났다. 수 리모의 경우는 두 

개의 개성 차원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차

원의 구성개념들의 일치성은 40%-67%로 나타났다. 결

론 으로 인스턴트 원두커피에 한 소비자들의 기

를 카 라는 선도 랜드가 충실히 반 하여 인스턴트 

원두커피라는 제품군의 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랜드 개성 평가를 통해 특정 제품군 

내 지배 인 치를 차지하는 선도 랜드가 가지는 

랜드 형성을 분석하 다. 랜드 형성은 특정 랜

드가 해당 제품군의 표성을 얼마나 잘 반 하고 있는

가를 나타낸다.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군을 사 조사

를 통해 선정하고 제품 자체에 한 소비자들의 기 와 

해당 제품군의 선도 랜드에 한 랜드 개성을 평가

하여 비교하 다. 한 동일 제품군의 하  랜드 두 

개에 해서도 평가를 수행하 다. 비교 분석을 통해 

제품군에 한 소비자들의 보편 인 욕구를 선도 랜

드가 얼마나 표하고 있는가를 탐구한 결과,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선도 랜드인 카 는 동일 제품군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두 개의 하  랜드에 비해 높은 

랜드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카 의 경우,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 자체

가 가지는 개성 차원 4가지를 모두 랜드 개성으로 보

유하고 있었다. 4가지 차원은 진실, 능력, 성공, 세련 등

이다. 각 차원이 포함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을 비교하면 

카 가 가지는 랜드 형성을 더욱 명확히 악할 수 

있다. 진실 차원은 의바른, 정직한, 지 인, 믿음직한 

등의 제품 개성이 포함하는 구성개념 모두를 동일하게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 차원은 제품의 

개성이 보유하는 5개 구성개념  고 스런 을 제외한 

외향 , 생기 있는, 활기찬, 건 한 등의 4가지 요소를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과 세련 차원은 제품의 

개성이 보유하는 세 가지 구성개념 에서 각각 두 가

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차원은 실

용 인을 제외한 성공지향 ,  등의 두 가지, 그

리고 세련 차원은 깨끗한 을 제외한 매력 , 멋진 등의 

구성개념을 반 하고 있었다. 

동일 제품군 내에서 경쟁하는 하  랜드인 루카와 

수 리모의 경우 제품군과 일치하는 개성 차원이 카

에 비해 었으며, 각 개성 차원을 구성하는 구성개념 

역시 일치성이 낮게 나타났다. 루카의 경우는, 능력, 진

실, 세련 등의 세 가지 개성차원만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의 구성개념에서도 ‘능력’에서 외향

인, 활기찬 등의 두 가지, ‘진실’ 차원에서 의바른, 믿

음직한, 정직한 등의 세 가지, ‘세련’ 차원에서 깨끗한 

한 가지만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리모의 경

우는 더 낮은 일치성을 보이고 있었다. 세련과 능력 두 

가지 개성 차원만이 발견되었다. ‘세련’ 차원에서는 깨

끗한, 멋진 등의 두 가지, ‘능력’ 차원에서는 외향 인, 

활기찬 두 가지 구성개념이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루카와 수 리모 두 랜드 모두 제품군에

서 보이는 개성차원과 구성개념들과의 공통성이 카

에 비해 히 낮았다. 

결론 으로 카 는 다른 경쟁 랜드들에 비해 랜

드 형성을 공고히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

군 자체에 한 소비자들의 기 를 해당 랜드 개성 

형성에 충실히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

론 이에 해서는 기존의 이론  틀 안에서 다른 해석

도 가능하다. 선도 랜드가 제품군에 한 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 랜드로서의 자리를 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선도자가 지닌 이  때문에 소

비자들의 제품 자체에 한 단에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이다. 즉, 소비자들은 시장 선도자가 가지는 속

성을 기 으로 정보처리를 한다[15]. 선도 랜드가 소

비자의 기억구조에 먼  학습과 이상 을 형성하게 된

다는 것이다. 우선순 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의 문제-

선도 랜드가 제품에 한 소비자의 보편  욕구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인가 는 선도 랜드가 거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제품 자체에 한 소비자의 평가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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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해서는 향후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랜드 개성 평가를 

통해 특정 제품군 내 경쟁하는 세 개의 랜드들을 분

석한 결과, 선도 랜드인 카 가 해당 제품군의 개성 

차원과 구성개념들을 매우 충실히 반 하고 있다는 것

은 명백하다. 요약하자면, 카 는 제품군에 한 소비자

들의 보편  기 (욕구)를 해당 랜드를 통해 충실히 

반 하여, 충분한 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한  다른 부분은 랜드가 독

립 으로 가지는 차별  개성 차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 는 제품군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리고 다른 

랜드들에서 나타나지 않은 ‘정’ 이라는 개성 차원을 

추가 으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랜드의 특

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해당 랜드만이 

가지는 독특한 차별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 인 포지

셔닝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랜드 개성을 통한 보편  기 의 반 이나 차별화 

포지셔닝 략 등에 해서는 해당 랜드 개성들이 어

떻게 형성되는가에 한 고의 향력 역시 탐구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최근의 랜드 개성 련 연구들

에서 고의 향이 랜드 개성 형성에 있어 요한 

역할을 행사한다는 이 제시되었다. 고는 랜드의 

포지셔닝과 략  활용에 있어 소비자와의 계 측면

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한다[19]. 그리고 랜드 선

호도는 랜드에 한 구매 가능성을 포함할 수도 있

다. 이러한 호의  태도는 고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

하여 다양한 랜드 련 경험을 통해 구체 으로 구축

된다는[20] 등의 연구들이 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

을 가진다. 첫째, 하나의 제품군만을 선정하고 해당 

역의 세 개의 랜드만을 상으로 분석하여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제품군과 선도

랜드 간의 계를 더욱 명확히 분별해 내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역의 제품군과 경쟁 랜드들을 선정하

여 비교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학생만을 응답자

로 정하여 진행하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체 소비자

를 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

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품군, 경쟁 랜드, 소비자 집단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포 인 수 에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랜드 개성을 통해 랜드의 

형성을 평가하 으나, 랜드 개성의 형성에는 다양

한 요인들이 향을 행사한다.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이

론   실무  함의를 확 하려면, 해당 랜드 개성

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랜드 련 요인들이 선행하

는가를 탐구한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

완한다면 보다 충실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가 진행될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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