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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브랜드동일시,브랜드감정,브랜드
로열티의관계에관한연구*
- 실용적제품과쾌락적제품간의비교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동일시(brand identification)가 브랜드 로열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브랜드 로열티를 행동적 로열티와 태도적 로열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브랜드 감정(brand affe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브랜드 동일시
와 브랜드 로열티의 관계에서 브랜드 감정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품유형을 쾌
락적 제품(hedonic product)과 실용적 제품(utilitarian product)으로 나누어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드 로열티간의 관계가 제품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 결과, 브랜드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
가 모두 증가하며,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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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브랜드 로열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브랜드 감정은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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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로열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브랜드 동일시가 태도적 로
열티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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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가 행동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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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브랜드 동일시가 높은 경우, 즉 소비자들이

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브랜드를

을 느끼며 이것을 타인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를

사용할 때 유발되는 긍정적 감정인 브랜드 감정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아이미지를 잘 반

사용하는 경우,‘즐거움’
이나‘행복함’
과 같은 긍

(brand affect)을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로열티

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에 동일시를 느끼

글로벌화와 기술 격차의 감소로 국가간 기업간

정적 감정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

간 관계의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

고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거 제품간 경쟁의 시대를

브랜드를 사용할 때 느끼는 이런 긍정적 감정들이

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브랜드 동

브랜드 동일시는‘고객기반 브랜드 자산

넘어 이제는 브랜드간 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

커질 때 브랜드의 독특함(uniqueness)도 동시에

일시가 브랜드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이 제품 유형

(consumer -based brand equity)’
의 결과변수로

다. 기업간 M&A 과정에서 장부가치의 몇 배에 달

커지게 되어 브랜드 로열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간주된다(이유재, 라선아, 2002). 브랜드 동일시

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볼 때, 무형

다. 즉 브랜드를 사용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구체적으로 제품을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으

가 높을수록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및 브랜

자산으로서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

적 요인들로 인해 브랜드 로열티가 영향을 받게 된

로 나누어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드 로

드 충성도가 높아져 결국 브랜드 자산이 높아지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브랜드 감정이 브랜드

열티간의 관계가 제품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때문이다.

동일시와 브랜드 로열티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

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서론

기업간의 기술 격차가 해소되면서 제품 기능상
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자 소비자의 제품 선

을 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 동일시와 관련하여 주목할 최초의 연구
자인 Levy(1959)는 제품관련 속성과 같은 제품

택의 기준이 크게 변하였다. 품질이나 기능보다 브

브랜드 로열티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랜드의 상징적 의미나 이미지가 제품 선택의 주요

30년 이상 동안 연구되어 왔다(Engel, Blackwell,

기준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자아이미지

& Miniard, 1993; Yi & Jeon, 2003; Yi & La, 2004;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발전하

(self-image)와 동일한 이미지의 브랜드, 즉 브랜

이유재, 안정기, 2001). 브랜드 로열티는 마케팅

여 Grubb와 Grathwohl(1967)의 연구에서는 소

드 동일시(brand identification)가 높은 브랜드를

비용감소, 신규고객 증대 등 마케팅 상의 다양한

소비함으로써 브랜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자

이점을 줄 수 있다(Aaker, 1991; Yi, 1990). 또한

아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은 호의적인 구전을 전하고,

브랜드 동일시(brand identification)는 소비자

다. 즉, 브랜드 동일시가 높아질수록 브랜드 로열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의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일치하는 정도

자아이미지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자인 Graeff

티가 높아져 브랜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는 것이다(최정환, 이유재, 2001). 이상에서 볼 때,

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주영 외, 2001; 이유재, 라

(1996)는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의 경우 특정 브랜드

브랜드 로열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

선아, 2002). Graeff(1996)에 의하면 브랜드 동

가 일치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

는 다른 브랜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가

다. 그런데 기존 브랜드 로열티 관련 연구들의 대

일시는 실제적 동일시와 이상적 동일시로 나눌

성된다고 하였다. Grubb와 Hupp(1968)는 동일

치를 지니고 있음을 지각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부분이 행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최근

수 있다. 실제적 동일시는 실제 자아이미지와 브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자아이미지는 유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

에는 브랜드 로열티를 태도적 측면에서도 고려해

랜드 이미지와의 일치이며, 이상적 동일시는 이

사하며, 타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자아이

(Jacoby & Chestnut, 1978; Pessemier, 1959;

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Dick &

상적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와의 일치를 의

미지와는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Reichheld, 1996).

Basu, 1994). 따라서 브랜드 로열티를 행동적 측

미한다. 즉, 브랜드 동일시는 소비자의 실제적 자

폭스바겐과 폰티악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

면뿐만 아니라 태도적 측면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아 혹은 이상적 자아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과, 동일 브랜드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유사한 자

있다.

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징적 소비의

아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쟁 차종을 보유

근간이 된다.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자아이미지와는 상이한 것

이유재와 라선아(2002)는 실증분석을 통해 브
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에 유의적인 영향을

의 기능성만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
2.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동일시에 관한 연구

니라 제품의 상징적인 의미도 종종 소비자의 행

비자가 제품의 상징적 측면을 소비함으로써 자신
의 자아개념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소비행동으로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브랜드 동일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로

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에 영향을 미

열티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브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

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을 보

로써‘자아 - 규정 의식(sense of self-definition)’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으로 나타났다.
Graeff(1996)는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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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즉, 자아이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실망이나 불

으므로 이러한 소비과정에서 즐거움이나 행복감과

Day, 1969; Jacoby & Chestnut, 1978; Jacoby &

미지를 평가해 보게 만드는 촉진메시지가 주어질

만족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신을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Swann et al.,

Kyner, 1973; Oliver, 1999; Tucker, 1964; 최정환,

경우, 브랜드 동일시가 높은 브랜드를 긍정적으

표현하면 종종 즐거움이나 자부심처럼 긍정적인

1992, 1994).

이유재, 2001).

로 평가하였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소비되는 제

효과가 나타난다(Swann et al., 1994). 소비자들

Chaudhuri와 Holbrook(2001)에 의하면, 특정 브

품 평가에는 이상적 자아이미지가 더 큰 영향을

은 브랜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자아이미지

랜드를 사용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 소비자

(1) 행동적 로열티에 관한 연구

미쳤고, 사적인 장소에서 소비되는 제품 평가에

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 즉 브랜드 동

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한다고 하였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패

는 실제적 자아이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일시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 호감과 애착을 느끼

다. 예를 들어, 특정 커피숍에만 단골로 가는 소비자

널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개별 브랜드를 대상으

으로 나타났다.

며, 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다.

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초기 연구는 대개 행동적 관

Graeff(1997)는 이상적 자아이미지는 제품별

브랜드 동일시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는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점에서 진행되었다. Brown(1952)은 과거 구매의

소비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고 하였다. 즉,

그 브랜드를 사용할 때 즐거움, 기쁨, 흥분과 같은

저, 그 커피숍의 커피의 질(quality), 편리성, 서비스

연속성을 관찰하고 측정하였다. 특히, Kuehn과

소비자는 실제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브

등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곳을

Day(1964)는 브랜드 로열티를 제품에 대한 과거

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아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지

랜드 동일시가 높아질수록 브랜드 로열티가 높아

자주 방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시나

구매 역사의 함수로 정의하고, 최초로 확률론적 접

닌 브랜드에 동일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져 브랜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브랜

리오는 고객이 그 커피숍에 대해 강력한 감정적 유

근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브랜드 로열티를 측정

의 특정 소비상황에서 소비자가 이상적이라고 느

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대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고객은 그 커

하고자 했다.

끼는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지닌 브랜

의 자아동일시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 즐거움, 재미, 행복과 같은

Jacoby와 Chestnut(1978)는 로열티에 관한 초

드에 더 강한 동일시를 느낀다고 밝혀졌다.

소비자와 브랜드간 관계는 더욱 강력한 결속을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커피

기의 정의 53개를 종합, 요약하여 개념적인 정의

맺게 된다(이유재, 라선아, 2002).

숍은 브랜드 감정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브

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브랜드 로열티는 일정 시

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경

간에 걸쳐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하

우 브랜드 감정이 증가될 수 있으며, 브랜드 감정의

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Jeuland (1979)는

증대는 결국 브랜드 로열티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브랜드 로열티를 특정 브랜드에 대한 장기 선택

있을 것이다.

확률 혹은 전체 제품 카테고리에서 특정 브랜드

이유재와 라선아(2002, 2004)는 브랜드 동일
시의 선행요인들 중의 하나로 브랜드 퍼스낼리티
(brand personality)를 살펴 보았다. 브랜드 퍼스

2) 브랜드 감정에 관한 연구

낼리티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귀속시키는
인간적 특성들로 정의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Chaudhuri와 Holbrook(2001)은 브랜드 감정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문동진,

(brand affect)이란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1999; 이경미, 1999). 브랜드는 단순히 상품 속성

사용한 결과로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게 하는 브

집합이나 기능적 의미 이상의 것으로 감정적, 자

랜드의 잠재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브랜드

아표현적 혜택을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감정이라 함은 브랜드 자체가 감정(affect)을 가지

Oliver(1999)는 브랜드 로열티란 선호하는 제품

를 측정할 경우, 브랜드 로열티는 재구매 빈도, 동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는 사람처럼 개성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소비

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단골고객이 되려는

브랜드 선택 비중(Tellis, 1988) 또는 특정 브랜드

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브랜드 - 소비자’
의관

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 감정이 생겨날 가능

깊은 몰입상태이며, 향후 상표전환(brand

만을 고려상표군(consideration set)에 포함시키는

계를‘상품 - 사람’
의 관계가 아니라‘사람 - 사

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랜드 감정은 브랜

switching)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시도에도 불구하

지 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Newman &

람’의 관계로 구축해야 한다. 이유재와 라선아

드 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임종원

고 동일 브랜드를 재구매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

Werbel, 1973).

(2002)는 유통업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브

외, 1999).

하고 있다.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

랜드 퍼스낼리티가 브랜드 동일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의 구매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3) 브랜드 로열티에 관한 연구

행동을‘관성(inertia)’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동적 접근법에 의해 브랜드 로열티

소비자들은 자아이미지와의 일치성이 높은 브랜

펴보면, 크게 행동적 접근법과 태도적 접근법의 두

(2) 태도적 로열티에 관한 연구

드를 사용함으로써 자아표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

축으로 나누어진다(Aaker, 1991; Assael, 1998;

행동적 관점에서의 로열티는 소비자 행동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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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Dick과 Basu(1994)는 태도적 관점에서‘소비

나 과정은 무시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자의 상대적 태도’
를 그리고 행동적 관점에서‘반

점에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로열티를 정의하는

복구매정도’
를 두 축으로 하여 브랜드 로열티를

제품의쾌락적(hedonic) 또는실용적(utilitarian) 가

구매요인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태도적 로열티도 관심을 끌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대적 태도와 반복구매

치는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태도에 영

브랜드 감정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동

몰입은 태도적 애착(attitudinal attachment) 또는 태

가 모두 높으면 진정한 로열티(true loyalty)로 분

향을 준다는 것이 밝힌 연구들이 있다(Batra &

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드 로열티간의 관계가 제

도적 로열티(attitudinal loyalty)로 볼 수 있다

류되고, 상대적 태도는 낮은데도 반복구매가 높으

Ahtola, 1990; Mano & Oliver, 1993). Dhar와

품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Chaudhuri & Holbrook, 2001; Keller, 2002). 태도

면 의사 로열티(spurious loyalty)로 분류된다(최

Wertenbroch(2000)도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

한다.

적 로열티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반복구매와 같은

정환, 이유재, 2001).

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선택 방식이 다르다는 것

식하는 소비자로 나눈 후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라
는 상이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의 소비패턴 및

행동적 로열티(behavioral loyalty)로 연결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이유재와 안정기(2001)의 연

(Fournier, 1998). 즉, 고객기반의 브랜드 자산

구에서는 태도적 로열티의 척도로 구전의도

쾌락적제품의경우소비자의행동은소비의주관

(customer-based brand equity)의 관점에서 볼 때,

(Boulding & Kirmani, 1993), 우월한 경쟁대안에

적, 감정적, 상징적 측면을 추구한다(Hirschman &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점

대한 저항(Narayandas, 1996), 재구매 의도

Holbrook 1982). 쾌락적 제품은 무형적이거나 상

유율이 아니라 먼저 고객의 마음점유율(mind

(Anderson & Sullivan, 1993; Cronin & Taylor,

징적인혜택을가지고있을것이며긍정적인브랜드

본 연구에서는‘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

share)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1992),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Narayandas,

감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Chaudhuri &

랜드 로열티간의 관계 모형’을 통해 브랜드 동일

다(Aaker, 1997; Keller, 2002).

1996) 등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Holbrook, 2001). 제품범주 자체에 즐거움과 같은

시와 브랜드 감정으로 이어지는 매개변수와의 관

긍정적 감정요소가 많다면, 브랜드를 소비할 때에

계 및 태도적/ 행동적 로열티와의 구조적 관계를

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

연구하였다. 또한,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집

문이다.

단으로 나누어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에

태도론적 접근법에서는 로열티를 특정 상표의
독특한(unique) 가치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하며

4) 제품 유형에 관한 연구

(Chaudhuri & Holbrook, 2001), 여기에는 인지적
(cognitive), 감정적(affective), 의도적(conative)

전통적으로 소비자 행동연구는 이성적 의사결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Oliver, 1993; 이유재,

정의 관점에서 소비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해 왔

안정기, 2001). 즉, 태도적 로열티는 상품 또는 브

다. 그러나 Holbrook과 Hirschman(1982)은 즐거

랜드의 정보에 기초하는 인지적 요소, 특정 브랜

움이나 쾌락 같은 감정이나 느낌이 주된 결과인

드에 대한 애착과 느낌을 포함하는 감정적 요소,

소비경험의 쾌락적 측면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들

그리고 미래에도 해당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의지

은 두 가지 제품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가시적이

를 나타내는 의도적 요소로 구성된다.

고 객관적인 특성을 가진 실용적 제품(utilitarian

Day(1969)는 브랜드 로열티를 강력한 내적 성

products)과 소비자에게 즐거운 반응을 유발시키

향에 의해 유발되는 반복 구매 행동으로 정의했

는 무형적 특성을 지닌 쾌락적 제품(hedonic

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마음 속에 강하게 형성된

products)이다.

태도에 의해 유발된 구매행동이 아닌 상황에 따라

최근에는 소비의 실용적 측면과 쾌락적 측면을

발생된 구매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로열티가 아니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Babin과 Darden과

다. 따라서 그는 태도와 행동의 척도를 동시에 고려

Griffin(1994)은 쇼핑이라는 동일 제품을 쾌락적

하여브랜드로열티를측정해야한다고제안했다.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와 실용적 제품으로 인

을 보였다.
3. 연구

0 그림 11 연구의 기본모형

태도적 로열티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행동적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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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브랜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자

느끼며, 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

②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로열티

실용적 제품과 비교할 때, 쾌락적 제품은 브랜드

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 즉 브
랜드 동일시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 호감과 애착을

1) 연구모형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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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브랜드 감정은 행동적 로열티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이미지 및 사용 경험과 체험이 제품 선택에 있어
서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쾌락적 제품의 경우
해당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이미지가 일치할수록,

다(이유재, 라선아, 2002).
(2) 제품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같은 태도적 로열티 및 재구

이미지가 일치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쾌락적 제품 vs. 실용적 제품

매 가능성 등과 같은 행동적 로열티가 더욱 커질 것

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변수간의

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Grubb과 Grathwohl (1967)

앞서 살펴본‘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로열티간

이다.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연구모형이 <그림 1>에

은 소비자는 제품의 상징적 측면을 소비함으로써

의 관계 모형’
을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으로 나

제시되어 있다.

자신의 자아개념을 촉진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

누어 집단간 차이 분석 및 각 집단에 대한 분석을

고 제안했다.

실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

Graeff(1996)는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감정’
‘태도적
,
로열티’
‘행동적
,
로열티’간의 구조

2) 연구가설의 설정

따라서 브랜드 동일시가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
한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가 모두 증가하

(1) 주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게 될 것이다.

①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감정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실망이나 불만
족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신을 표현

<가설 2-1> 브랜드 동일시는 태도적 로열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면 종종 즐거움이나 자부심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Swann et al., 1994). 브랜드 동일시가 높
은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사용할 때

<가설 2-2> 브랜드 동일시는 행동적 로열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즐거움, 기쁨, 흥분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이유재, 라선아, 2002).

③ 브랜드 감정과 브랜드 로열티

①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감정

<가설 5-1> 브랜드 동일시가 태도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은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클 것이다.

쾌락적 제품의 경우 제품의 소비를 통해 환상이
나 재미와 같은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한다

<가설 5-2> 브랜드 동일시가 행동적 로열티에

는 특징이 있다(Hirschman, 1983; Hirschman &

미치는 영향은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Holbrook, 1982; Holbrook, 1986; Holbrook &

더 클 것이다.

Hirschman, 1982). 그리고 실용적 제품의 경우 그
제품의 소비가 인지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수단적,

③ 브랜드 감정과 브랜드 로열티

목적 지향적인 것이며 기능적 혹은 실제적 과업을

브랜드를 사용할 때 느끼는 긍정적 감정인 브랜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Strahilevitz & Myers,

드 감정이 커질수록 브랜드 로열티는 증가할 것이

1998).

다. 이러한 브랜드 감정과 브랜드 로열티의 연결고

브랜드 동일시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는

리는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에서 차이를 나타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

특정 브랜드를 사용할 때 즐거움, 기쁨, 행복감과

그 브랜드를 사용할 때 즐거움, 기쁨, 흥분과 같은

낼 것이다. Bazerman et al.(1998)은 쾌락적 가치가

지가 일치할수록, 즉 브랜드 동일시가 높을수록 해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수록, 즉 브랜드 감정이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이유재, 라선

높은 제품은 감정적 선호가 강한 제품이며, 실용적

당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커

커질수록 소비자는 그 브랜드에 대해 친밀감과 애

아, 2002). 따라서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감정에

가치가 높은 것은 인지적 선호가 강한 제품이라고

지게 될 것이다. 즉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감정의

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브랜드 감정이 커질수

미치는 영향력은 수단적 목적에 의해 소비되는 실

하였다. 브랜드 로열티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

중요한 선행변수가 될 것이다.

록 그 브랜드를 재구매 하거나 계속해서 구매할 가

용적 제품보다 소비를 통해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면으로 분류할 때, 태도적 로열티는 감정적 측면에

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 감정이 커

있는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클 것이다.

해당하며 행동적 측면은 인지적 측면에 속한다고

<가설 1>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감정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로열티

볼 수 있다.

질수록 브랜드에 대한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
열티가 모두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가설 3-1> 브랜드 감정은 태도적 로열티에 긍

<가설 4>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감정에 미

따라서 쾌락적 제품에서는 브랜드 감정이 행동

치는 영향은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보다 태도적 로열티에 미

클것이다.

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실용적 제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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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적 로열티’
는 특정 상표의 독특한(unique)

생활이 불편할 것 같다’
,‘이 제품은 실용적이다’

가치에 대한 몰입이라는 Chaudhuri와 Holbrook

라는 항목에 대해‘전혀 그렇지 않다(1)’
와‘매우

(2001)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Boulding et

그렇다(7)’
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111

제품이다.
Pilot-test 결과, 쾌락적 가치는 향수가 더 높고,
실용적 가치는 프린터가 더 높게 나타나 최종적으

<가설 6-1> 쾌락적 제품에서는 브랜드 감정이

al.(1993), Narayandas(1996) 등이 개발한 측정

행동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보다 브랜드 감정이

항목을 기초로‘이 브랜드에 애착이 간다’
,‘다른

(2) 표본의 설계와 방법

태도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브랜드에 비해 이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
,‘이 브

본 연구는 브랜드 동일시가 태도적 로열티와 행

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두 제품의‘쾌락적

랜드에 친밀감을 느낀다’
라는 항목을 사용하고

동적 로열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가치’
와‘실용적 가치’
를 측정하기 위한 위의 질

‘전혀 그렇지 않다(1)’
와‘매우 그렇다(7)’
의 7점

것이다. 또한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으로 나

문항목을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누어 집단내 비교 및 집단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과 같다.

<가설 6-2> 실용적 제품에서는 브랜드 감정이

태도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보다 브랜드 감정이

척도로 평가하였다.

로 두 제품이 연구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도 두 제품이 각각을 대표할 수 있

‘행동적 로열티’
를 특정 브랜드에 대한 반복 구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을 각

먼저 향수의 경우‘쾌락적 제품’항목의 평균값

매행동으로 정의하고, Tellis(1988)와 Newman과

각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조

은 5.2이었고,‘실용적 제품’항목의 평균값은

Werbel(1973) 등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기초로

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Chaudhuri와 Holbrook

3.02이었다. 또한 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다음에도 이 브랜드를 살 가능성이 높다’
,‘계속

(2001)에서 사용된 제품 리스트를 토대로 브레

위해서 평균차이 검증(t-test)을 시행한 결과 5%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해서 이 브랜드를 살 가능성이 높다’
,‘이 브랜드

인스토밍을 거친 결과 향수와 프린터가 쾌락적 가

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브랜드 동일시’
를 자아이미지

를 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항목에 대해‘전

치와 실용적 가치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

다음으로, 프린터의 경우 대한 응답에서,‘실용적

와 브랜드 이미지의 일치성으로 정의하고, 이유재

혀 그렇지 않다(1)’
와‘매우 그렇다(7)’
의 7점 척

안되었다. 두 제품의 선정이 실제로 실용적 가치

제품’항목의 평균값은 평균 6.12이었고,‘쾌락적

와 라선아(2002)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기초로

도로 평가하였다.

와 쾌락적 가치 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검증

제품’항목의 평균값은 3.54이었다. 평균차이 검

한 후에 본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원생 20명

증(t-test)을 시행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차이

을 대상으로 Pilot-test를 실시하였다.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향수의 경우 쾌

행동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3) 자료수집과 연구모형 분석

‘이 브랜드는 나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이
,
브랜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으로

드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는다’
‘이
, 브랜드

제품유형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먼저,‘쾌락적 제

는 나의 가치관에 잘 부합한다’
,‘이 브랜드는 나

품’
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제

두 제품의 쾌락적 가치 vs. 실용적 가치를 측정

락적 가치가 실용적 가치보다 크고 프린터의 경우

의 성격에 잘 맞는다’
,‘이 브랜드는 나에게 자신

품이라는 Hirschman과 Holbrook(1982)의 정의

하기 위해 Babin et al.(1994)과 Chaudhuri와

실용적 가치가 쾌락적 가치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감을 준다’
를 사용해‘전혀 그렇지 않다(1)’
와

를 사용하며, Chaudhuri와 Holbrook(2001)이 개

Holbrook(2001)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항

수 있으므로, 향수는 쾌락적 제품으로 프린터는

발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이

목을 추출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용적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우 그렇다(7)’
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브랜드 감정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제품은 나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이
, 제품은

① 쾌락적 가치

본 연구에서는
‘향수’
와‘프린터’
를 사용해 본 경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나에게 기쁨을 느끼게 한다’
라는 항목에 대해‘전

㉮ 향수(프린터)는 나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

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브랜드의 잠재력이라는 Chaudhuri와 Holbrook

혀 그렇지 않다(1)’
와‘매우 그렇다(7)’
의 7점 척

(2001)의 정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

도로 평가하였다.

는 제품이다.
㉯ 향수(프린터)는 나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는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8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사

로는‘이 브랜드를 사용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

다음으로‘실용적 제품’
은 수단적이며 기능적

‘이 브랜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브랜드

인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라는 Hirschman과

② 실용적 가치

용 경험을 기반으로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설문조

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라는 항목에 대해‘전혀

Holbrook(1982)의 정의를 사용하며, Chaudhuri

㉮ 나에게 있어 향수(프린터)는 실용적인 제품

사는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과

그렇지 않다(1)’
와‘매우 그렇다(7)’
의 7점 척도

와 Holbrook(2001)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사용하

로 평가하였다.

였다. 구체적으로는‘이 제품이 없다면 나의 일상

제품이다.

이다.
㉯ 향수(프린터)는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용한‘향수’
와‘프린터’에 각각에 대한 구매 및 사

일반 직장인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는 총 11
일이 소요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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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는 총185부였다. 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론 변수들은 모두

AGFI=0.864, RMR=0.036, NFI=0.957로 나타

상관관계는 0.76으로 높은 편이지만 1.0과는 유

별로는 남자 89명(48.1%), 여자 96명(51.9%)으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

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여주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Chaudhuri와

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세 미만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평가는 <

있다. 모든 측정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Holbrook (2001)의 연구에서도 이 상관관계수는

4명(2.2%), 20세에서 29세 150명(81.1%), 30세

표 1>과 같다.

하여 측정항목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0.64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보인 바 있다. 또한

(Bagozzi & Yi, 1991). 또한 이론변수들간의 상

태도적 로열티와 브랜드 감정의 상관계수는 0.59

에서 39세가 29명(15.7%), 40세 이상이 2명
(1.1%)으로 20대가 많았다. 직업을 조사한 결과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

관관계를 보여주는 ф계수의 신뢰구간(즉, ф±

이며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Chaurhuri

학생(62.7%), 회사원(32.4%), 공무원(3.2%), 무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대부분 관련 문헌

2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아 구성개념들의 판

와 Holbrook (2001)의 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하

연구를 통해 추출되었으며, 항목의 정교화 등 조

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Anderson & Gerbing,

다(0.51). 결국 태도적 로열티는 행동적 로열티

정과정을 거쳤으므로 외적타당성(face validity)

1988; Bagozzi & Yi, 1988).

나 브랜드 감정과는 다른 구성개념이라는 것으

직(0.5%), 주부(0.5%) 순으로 나타났다.

은 확보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측정항목들에

4) 연구결과

예를 들어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의

로 나타났다.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1) 신뢰성 분석

analysis)을 통해 타당성을 살펴보았다(Bagozzi

복수 항목으로 측정된 이론변수들간의 신뢰성

& Yi, 199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

검증에는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많이 사용한다.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살펴

수들은

x =260.686(p=0.00), GFI=0.908,
2

0 그림 2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성격과의
부합

0 표 11 측정항목의 신뢰성 계수

자아이미지와의 일치

이론변수

측정항목

Cronbach α
라이프스타일의 일치

브랜드와 자아이미지의 일치성 여부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의 일치성 여부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와 가치관 부합도 여부

.9275

가치관의 일치

0.89

자신감
획득 여부

0.81
0.78
(0.025)

0.86
0.87

0.89

브랜드 동일시

태도적 로열티

0.85

0.91

브랜드와 자아성격 부합도 여부
0.82
(0.020)

브랜드를 통한 자신감 획득 여부

0.88

0.78
(0.037)

0.59
(0.024)

애착
상대적 선호도
친밀감

0.76
(0.025)

브랜드 사용시 기분이 좋아짐
브랜드 감정

브랜드 사용시 행복해짐

.9611

브랜드 사용시 즐거움을 느낌
브랜드에 대한 애착 정도
태도적 로열티

브랜드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기분이 좋아짐
행복감

구매 가능성
재구매 가능성
계속 구매 가능성

0.95

구매

.9211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

행동적 로열티

0.93

즐거움

.9644

0.94
0.97

브랜드 감정

행동적 로열티
0.56
(0.037)

0.96
0.93

재구매
계속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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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

었다. 셋째, 브랜드 동일시는 행동적 로열티에 정

나서 모델 적합도 수준을 만족하고 있다. 실용적 제

조절변수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하여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브랜드 동

품의 경우 x (63)=93.15(p=0.008), GFI=0.937,

서 다중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

LISREL8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공분산

일시가 행동적 로열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AGFI=0.895, RMR=0.059, NFI=0.970으로 나타

하였다. <가설>에서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 경로는

행렬을 이용한 최우추정법(MLE : Maximum

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넷째, 브랜드 감

나서 이 모델 역시 적합도 수준을 만족하고 있다.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브랜드 감정 →

Likelihood Method)에 의한 추정법이 사용되었다

정은 태도적 로열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순묵, 1990).

으로 나타나서 브랜드 감정이 태도적 로열티에 긍

① 주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지지되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로열티의 관계 모형’
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2

었다. 다섯째, 브랜드 감정은 행동적 로열티에 정

x (63)=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브랜드 감

117.8(p=0.00), GFI=0.958, AGFI=0.930,

정이 행동적 로열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RMR=0.056, NFI=0.981로 나타나서 모델 적합도

는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2

수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앞서 살펴본‘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

과 같다. 첫째,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감정에 정

드 로열티의 관계모형’
을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브랜드 동

품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비교 및 집단 내

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브랜드 동일시

0 쾌락적 제품1
Y1

② 조절변수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일시가 브랜드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0 그림 31 조절변수의 효과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먼저,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각각의 연구모

는 태도적 로열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쾌락적 제품의 경

로 나타나서 브랜드 동일시가 태도적 로열티에 긍

우

X2
브랜드 동일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

AGFI=0.897, RMR=0.062, NFI=0.963으로 나타

0.95(7.926)

0.55
(5.338)

브랜드 감정
0.37
(2.815)

0.91
(4.563)

행동적 로열티

X5
Chi-square=89.5(p=0.016)
GFI=0.938
AGFI=0.897
RMR=0.062
NFI=0.963

x (63)=89.5(p=0.016), GFI=0.938,
2

0 실용적 제품1
Y1

Y2

경로계수(t값)

결과

브랜드 동일시 → 브랜드 감정

+

1.05(17.670)

가설 지지

X2

브랜드 동일시 → 태도적 로열티

+

0.54(5.977)

가설 지지

X3

브랜드 동일시 → 행동적 로열티

+

0.51(4.250)

가설 지지

브랜드 감정 → 태도적 로열티

+

0.43(6.297)

가설 지지

브랜드 감정 → 행동적 로열티

+

0.34(3.680)

가설 지지

x (63)=117.8(p=0.00)
2

모형의 적합도

GFI=0.958, AGFI=0.930
RMR=0.056, NFI=0.981

Y8

Y9

Y4

Y5

Y6

태도적 로열티

X1

가설

Y7

Y3

0 표 21 주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의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연구가설

Y6

Y3

0.86
(5.530)

X4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2

Y5

태도적 로열티

X1

X3

Y4

0.42
(3.170)

브랜드 동일시

X4

0.91(11.008)

0.31
(1.763)

0.53
(4.720)

브랜드 감정
0.55
(3.644)

행동적 로열티

X5
Chi-square=93.15(p=0.008)
GFI=0.937
AGFI=0.895
RMR=0.059
NFI=0.970

Y7

Y8

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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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로열티 모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7

미지가 더 중요하며 브랜드의 상징적 소비가 더 많

브랜드 동일시’,‘브랜드 동일시 → 태도적 로열

향도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에 대해 비교하였

티’
,‘브랜드 동일시 → 행동적 로열티’
의 경로가

다. 이 경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했으나,‘쾌락

한편,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의 결정요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쾌

적 제품’에서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x

인인 브랜드 감정의 매개적 역할을 볼 때, 브랜드

그러나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각 집단 별로

락적 제품에서는‘브랜드 감정 → 태도적 로열티’

2

(1)=5.8, p<.05) <가설 5-2>는 지지되었다.

동일시가 커질수록 브랜드 감정에 정(+)의 영향을

브랜드 감정과 태도적 로열티간 경로와 브랜드 감

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 경로가‘브랜드 감정 → 행동적 로열티’
의 경로

다음에는 브랜드 감정이 브랜드 로열티에 미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와 자아간의

정과 행동적 로열티간 경로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보다 더 크며, 실용적 제품에서는‘브랜드 감정 →

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쾌락적 제품에서는

동일시가 높을수록 그 브랜드를 사용할 때 느끼는

두 집단 모두에서 경로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행동적 로열티’
의 경로가‘브랜드 감정 → 태도적

‘브랜드 감정’
이‘행동적 로열티’
에 미치는 영향보

긍정적 감정인 브랜드 감정이 커져서, 간접적으로

났다.

로열티’
의 경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

다‘태도적 로열티’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를 높이는 요인으

설을 설정하였다(<가설 4>, <가설 5-1>, <가설

는 <가설 6-1>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경로계

로 작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2>, <가설 6-1>, <가설 6-2> 참고). 이를 비

수가 모두 유의하지만 경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집단간 차이를 비교

교하려는 경로별로 해당 경로가 두 집단간에 동일

로 판명되어(x (1)=1.7, p>.05) 가설이 기각되었

한 결과, 브랜드 동일시에서 태도적 로열티로 가는

하다는 제약조건을 두고 돌린 제약모형과 모두

다. 마찬가지로 실용적 제품에서는‘브랜드 감정’

경로와 브랜드 동일시에서 행동적 로열티에 이르

free로 놓고 돌린 모형간의 x 차이검증을 실시하였

이‘태도적 로열티’
에 미치는 영향보다‘브랜드 감

는 경로 모두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본 연구는 브랜드 로열티의 결정요인으로서 브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
이‘행동적 로열티’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용적 제품에

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를 비롯하여 브랜드

라는 <가설 6-2>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경

비해 쾌락적 제품에서는 사용 경험과 브랜드의 이

로열티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브랜드 감정에

2

우선‘브랜드 동일시’
가‘브랜드 감정’
에 미치는

2

영향은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클 것

로계수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x

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경로가 두

2

4. 종합 결론 및 토의

(1)=1.7, p>.05) 이 가설도 기각되었다.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x 차이검증
2

을 실시한 결과 해당 경로가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5) 결론

것으로 나타났고(x (1)=0.1, p>.05), 이 가설은 기
2

각되었다.

0 표 31 조절변수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연구 결과 브랜드 동일시가 높을수록 태도적 로

x 차이

결과

x (1)=0.1, p1.05

가설 기각

x (1)=5.5, p0.05

가설 지지

x (1)=5.8, p0.05

가설 지지

A1 B

x (1)= 1.7, p1.05

가설 기각

A1 B

x (1)=0.1, p1.05

가설 기각

연구가설

가설

브랜드 동일시

쾌락

↓

∨

다음에는‘브랜드 동일시’
와‘브랜드 로열티’
간

열티와 행동적 로열티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

관계에 있어서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집단간

다. 이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의 유사

브랜드 감정

실용

에 경로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브

성이 높을수록 태도적 로열티가 높아져 해당 브랜

브랜드 동일시

쾌락

랜드 동일시’
가‘태도적 로열티’
에 미치는 영향은

드에 대한 애착과 친밀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

∨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클 것이라는

행동적 로열티도 증가하여 그 브랜드를 재구매 할

태도적 로열티

실용

가능성 및 계속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

브랜드 동일시

쾌락

↓

∨

행동적 로열티

실용

<가설 5-1>을 살펴보았다.‘브랜드 동일시’가
‘태도적 로열티’
에 이르는 경로가 두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x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브랜드 감정이 커질수록 태도적 로열티와

(1)=5.5, p<.05) 쾌락적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

행동적 로열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브랜드를 사용할 때 즐거움이나 행복감과 같은 긍정

2

‘브랜드 동일시’
가‘행동적 로열티’
에 미치는 영

집단간 비교

적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

쾌락적 제품

실용적 제품

A:브랜드 감정 → 태도적 로열티
B:브랜드 감정 → 행동적 로열티
A:브랜드 감정 → 태도적 로열티
B:브랜드 감정 → 행동적 로열티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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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력이 쾌락적

해 애착과 친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음 구매시

에 있어서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간에 그 영향

제품과 실용적 제품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

에도 그 브랜드를 구매할 가능성 및 계속해서 그 브

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브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다.

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

드 동일시가 태도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

이 연구에서는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에

해할 수 있다.

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브랜드간 품질

특히,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제품으로 향수를 선

용적 제품에서 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하고 실용적 제품으로 프린터를 선정하여, 이를

둘째, 브랜드 동일시는 브랜드 감정에 긍정적 영

났으며, 브랜드 동일시가 행동적 로열티에 미치는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품질이 상향 평준화됨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소비자는 자아

영향력 역시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에서 더

따라 브랜드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큰

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 로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지닌 브랜드를 사용

크게 나타났다. 이는 쾌락적 제품에서 상징적 소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적 소비의 중요

열티와의 영향 관계가 어떠하며, 브랜드 감정의 매

할 때 더 큰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수

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브랜드 동일시가 태도

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적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쾌

있다.

적 로열티 및 행동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

상징적 소비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확장시켰다.

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두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브랜드 로열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개
변수로 사용된 브랜드 감정은 브랜드 로열티에 긍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자가

첫째,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에 긍정적

사용 상황에서 긍정적 느낌을 경험한 브랜드에 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 애착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브랜드를 다시 구

브랜드 로열티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매하거나 계속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브랜드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가 모두 증가하게

두 가지 측면의 로열티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될 것이다.

났다. 소비자는 브랜드 동일시가 높은 브랜드에 대

넷째,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로열티간의 관계

0 그림 51 조절변수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

0 쾌락적 제품1
태도적 로열티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행동적 로열티

0 그림 41 주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

0 실용적 제품1
태도적 로열티

태도적 로열티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동일시

브랜드 감정

브랜드 감정

행동적 로열티
: chi-sq. difference test결과, 집단간 더 강한 경로 표시
: chi-sq. difference test결과, 집단간 더 약한 경로 표시

행동적 로열티

: Lisrel 분석 결과 유의하나, chi-sq. difference test결과, 경로간 차이가 유의하지 못한 경로 표시
chi-sq. difference test 기준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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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으로 제품유형

긍정적 감정을 경험했을 경우 그 브랜드에 대한 태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한 샘플이 혹시

도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서비스에서도 브

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즉,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

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가 증가하게 됨을 알

모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는 경우 결과에 체계적인

랜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드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

수 있었다. 이는 브랜드 감정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유재, 2004) 브랜드 로열티 형성과정을 제품과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제품유형에 따라

로모션을 통해 기업은 고객의 로열티를 증가시킬

브랜드 로열티의 선행변수가 상이함을 밝히는 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동적 로열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

셋째,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제품으로 향수와 실

서비스 간에 비교하는 것도 흥미 있을 것이다. 또

용적 제품으로 프린터를 선정하였지만, 이두 제품

한,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의 상호관계에

이 각 제품유형을 완벽히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두 변수의 관

는 한계가 있다.

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을

셋째, 브랜드 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브랜

는 태도적 로열티를 향상시키는데도 마케팅 노력

드 로열티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을 기울여야 함을 각인 시킨다. 로열티의 개념을 행

넷째, 브랜드 감정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서 흥

서는 브랜드 감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동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

미로운 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연구가 충분

감성적 소비와 체험적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써 두 가지 측면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관리해야 할

하지 못하여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고,‘소

서 브랜드 감정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감정’
이나‘태도적 로열티’의 개념과 혼동되어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제품유형에 따라 브랜드 로열티 관리가 상
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브랜드 동일시가 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향후 브랜드 감정에 대한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

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력이 쾌

다섯째, 브랜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열티를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

락적 제품보다 실용적 제품에서 더 크다는 것을 살

요인들을 배제한 채,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감정

들이 브랜드 로열티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펴보았다. 따라서 쾌락적 제품의 경우 브랜드 동일

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모형을

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그 한계를 지적 받아 왔

시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브랜드 감

다. 태도적 로열티와 행동적 로열티를 구분하여 연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브랜드 동일

구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시 이외에 브랜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특히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

출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변수별 분

향후 연구에서는 브랜드 감정과 태도적 로열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징

포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그것을 대표하지 못하고

의 측정변수를 연구함으로써 두 개념을 명확히 구

적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행

있다.

분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

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

둘째,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쾌락

며, 브랜드 동일시 이외에 브랜드 감정에 영향을 미

아이미지와 동일시를 느끼는 브랜드에 태도적/ 행

적, 실용적 제품 모두에 동일한 샘플을 사용하는 설

치는 추가적인 개념을 밝혀내는 연구 등을 수행해

동적 로열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의 이

계를 채택하였다. 두 제품 각각에 상이한 샘플을 사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대 불일치의 경우

미지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

용하는 설계와 비교해 볼 때, 본 조사 설계의 장점

긍정적 불일치와 부정적 불일치가 고객만족에 미

고 있다.

은 사전에 존재하는 집단간 차이의 효과를 통계적

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Yi

둘째, 마케팅 관리자들이 브랜드 감정과 같은 장

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Keppel, 1982). 본 연

& La, 2003). 브랜드 동일시가 브랜드 이미지와 자

기적 관점에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모션

구에서는 제품유형의 차이(쾌락적 제품 vs. 실용적

아 이미지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

에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제품)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제품에

서 볼 때 브랜드 동일시도 긍정적 불일치와 부정적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때 친밀감이나 행복감 같은

동일 샘플을 사용하는 조사설계가 더 효과적이라

불일치를 나누어 그 비대칭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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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Brand Identification,
Brand Affect, and Brand Loyalty
- Utilitarian Products vs. Hedonic Products

Yi, You-jae(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Ji-young(Staff, Marketing Department, AMOREPACIFIC)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brand-self identification on brand loyalty by
employing the concept of brand affect.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he meæflating
role of brand affect between brand identification and brand loyalty.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brand identification on brand loyalty between the
two product classes: hedonic products and utilitarian products.
Several interesting results are found. First, brand identifi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loyalty; that is, as brand identification increases, both attitudinal and
behavioral loyalty increase. Second, brand identification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affect; consumers may feel pleased when they purchase the brand that gives
high brand-self identification. Third, brand affect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
loyalty. Fourth, the influence of brand identification on both attitudinal loyalty and
behavioral loyalty is greater for hedonic products than for utilitarian products.
Key words : brand identification, brand affect, brand loyalty, behavioral loyalty, attitudinal loyalty, hedonic products,
utilitarian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