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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록)

오늘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며 나날

이 기술이 발 되는 상황에서 랜드 제휴 략은 필수 이다. 랜드 경

자들은 랜드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신제품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LauandPhau,2007).신제품 도입

시 많이 사용하는 략이 랜드 제휴(Co-branding)인데 랜드 제휴

는 신제품을 신 으로 만들기 해 기존 두 랜드의 명성(reputation)

과 능력(competences)을 히 결합하는 략을 뜻하며(Knudsen2007;

Park,Sung,andShocker1996), 트 랜드와의 도움으로 랜드를

신하는 략이다(Bouten,SneldersandHultink2011).한편, 랜드

제휴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공동 랜드 간의 조합이 제휴의 성공에

있어 요한데, 랜드 제휴에서는 기존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간

의 합성(i.e.prduct-product fit)과 랜드 이미지간의 합성(i.e.

brand-brandfit)이 랜드 제휴 제품에 한 평가에 요한 요인이 된

다(Bouten,Snelders,andHultink2011;Park,Sung,andShocker1996;

SimoninandRuth1998). 한,Bouten,SneldersandHultink(2011)은

기존 두 랜드간의 제품 는 랜드 이미지 합성 외에 새로운 제휴

제품 간의 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즉, 랜드의 기존 제

품과 제휴 제품 간의 합성,기존 랜드와 제휴 제품 간의 합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랜드 제휴 연구에서 신제품과 기존 랜드,존재하는 제품

카테고리간 사이의 계들에 하여는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Bouten,

SneldersandHultink2011). 한,두 랜드간의 이미지 합성,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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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 등 세분화된 개별 변수의 합성이 독립 으

로 제휴 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가 존재할 뿐 어떠한 상황에

서 어떠한 합성이 더 요한지에 한 연구는 없었다.게다가 랜드

이미지 합성 외에 랜드 개성 합성에 한 연구는 드물었다(James,

Madge,andForeman2006).

그러므로,본 연구에서는 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

사성과 두 랜드 간의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 태도에 미치는

향과,추가 으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

휴 제품 태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 효과와 매개 효과를 동시

에 살펴보고자 하 다.구체 으로,제휴 트 랜드간의 제품 카테

고리간의 합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

는 상호작용 효과를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과 신성이 조 하는

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 다.이와 더불어 랜드와 제휴 제품 간의 지

각된 유사성이 낮은 경우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에 미치는 정 효과를 지각된 감정 가치와 지각된 기능 가치가

독립 는 순차 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 으며,연구 방

법으로는 실험설계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트 랜드 간의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은 랜드와 제

휴를 할 때보다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은 랜드와 제휴를 할 때가 제

휴 제품에 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과 두 랜드 간

의 개성 합성이 하이테크 랜드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

호작용 효과를 밝 냈다.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은 경우

에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제휴제품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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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하게 호의 으로 나타났고,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이

높은 경우에는 랜드 개성 합성의 고/ 에 따라 제휴 제품에 한 태

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소비자 특성변수 즉,제품에 한 지식과 신성이 제품 카테

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의 태도에 미치는 상

호작용 효과를 조 함을 보여 으로써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의 경계 조

건을 발견하 다.구체 으로는 제품에 한 지식수 는 신성이 높

을 경우에는 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과 랜드 개

성 합성이 제휴 랜드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여 히

유의하게 나타났지만,제품에 한 지식수 이 낮거나 신성이 낮을 경

우에는 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랜드의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에 계없이 랜드 개성

합성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두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은 상황에서 두 랜드의 개성 합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지각된 감정 가치가 개별 는 지각된 기능 가치를 통해 순차

으로 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랜드 제휴에서 왜 랜드 개성 합성이

요한 가에 한 심리 기제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랜드 제휴에서 시되었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이 동시에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기존 제품 카테고리간의 합성이 낮을수록 랜

드 개성 합성의 요도가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랜드 개성 합성이 랜드 제휴에 있어서 요한 변인이 됨을 재확인



- iv -

시켜 주었으며 실무 으로도 기업에서 기존 제품과는 다른 제품 카테고리

의 랜드와 제휴 시 필수 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

다.특히, 랜드 개성 합성이 랜드 제휴에서 요한 이유에 한 원

인을 설명해 주었는데, 랜드 개성 합성이 감정 가치 외에 기능

가치까지 향을 주어 제휴 제품에 한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

인 것으로 밝 졌다.추가 으로 두 랜드 간,기존 제품 간의 합성과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의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

과가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 는 신성 등의 소비자 특성변수가

조 하고 있음을 보여 으로써 두 랜드 간,기존 제품 간의 유사성이

높더라도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이 낮을 경우에는 여 히 랜드 개

성 합성이 랜드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랜드 제휴,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제휴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지각된 감정 가치,지각된 기능 가

치,제휴 제품에 한 소비자 지식,소비자 신성,제휴 제품에 한

태도

학번:2007-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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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

1.연구의 배경

랜드는 가치 있는 기업의 자원을 나타내며 쉽게 모방할 수 없고

체하기 어렵다(CapronandHulland1999).그러므로 기업들은 기존의

랜드 자산을 활용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있고,기존에는 랜드 확

장 략을 추구하 지만(AakerandKeller1990)최근에는 랜드 제휴

략을 많이 꾀하고 있으며(James,Lyman,andForeman,2006),특히,

오늘날의 기업은 차별화된 경쟁 우 를 지니기 어려우므로 랜드 제휴

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ZamanandMavondo2001).기존의 랜드

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출시하는 랜드 확장 략의 실패로 인한 재정

험성은 하나의 기업이 짊어지기에는 크기 때문에,기업들은 기존의

랜드 자산을 버리지 하기 해 략 제휴 략을 선택하게 된다

(Washburn,Till,andPriluck2004). 랜드 제휴란 둘 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력 마 활동에서의 랜드를 통합하는 략이며,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등의 상호 조 인 마

활동 등을 의미한다(James,Lyman,andForeman2006;Raoand

Ruekert1994;SimoninandRuth1998).

략 제휴는 둘 는 그 이상의 트 기업들이 양쪽의 이익을

해 자신이 보유한 지식 는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한 동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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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기업은 략 제휴를 통해 기술 는 마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제휴 트 의 기업 유형은 다양하다(Vyas,Shelburn,and

Rogers1995).1980년 이후로 로벌 기업의 등장,제품 수명의 단축,

자본 투자비용의 증가,신기술에 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제휴는 매력

인 략이 되어(Vyas,Shelburn,andRogers1995)1990년 이후 랜

드 제휴는 40% 이상이 증가하 고(SimoninandRuth1998),높은 신제

품 실패율로 인한 험부담을 최소화하기 해 수많은 기업이 랜드 제

휴 략을 시도하기 시작하 다(SpethmanandBenezra1994).컨설

기업인 Ernst& Young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75%와 미국 이외의 국

가 기업의 65%가 국내에서 략 제휴를 시도하 다고 보고하 다

(Mazur2001). 략 제휴의 로는 항공사(StarAlliance),자동차

(Mercedes 자동차와 Bridgestone 타이어),서비스(Amex-Card와 Air

Brussels),의류(Adidias와 YohjiYamamoto)등으로 모든 제품 범주에

용된다(Lee,Wang,andLee2012). 격한 변화와 심화된 기업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 다양한 제휴를 생존 수단으로 선택하게 하 으며

(Samu,Krishnan,andSmith1999),기업은 제휴를 통해 비용 비 효

율성이 높은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다(RaoandRukert1994).

랜드 제휴는 세계 경제에서 시장진출 략을 펼치는 매력 인 방법

이 되었는데(Cooke and Ryan 2000), 랜드 제휴의 로서는

Mercedes-Benz사와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한 Giorgio

Armani와의 제휴,Microsoft사와 Kodak사가 제휴를 통해 사진 CD 재생

기(photo-CD creator)를 만든 것 등을 로 들 수 있다(Monga and

Lau-gesk2007).

랜드 제휴를 통해 모 랜드들이 제휴 랜드의 시장으로 진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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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시장 기반을 확장하고,상 랜드의 강 ,명성을 이용하며,단독으

로는 제공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제품 속성을 신제품에 반 할 수 있으므

로 인해 기업은 제휴를 통한 경쟁 우 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Rao,

Qu,andRuekert1999).제휴 마 으로 인한 상호간의 보완성으로부터

얻는 소비자의 지각된 혜택은 높아지는 시 지 효과를 창출하고(Bucklin

andSengupa1993),서로 다른 산업과의 랜드 제휴는 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랜드 인식을 증진하게 함으로써 상업 성공 확률을 높여

다(Ahn,Kim,andForney2009;Geylani,Inman,andHofstede2008).

그러나,모든 제휴가 성공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랜드 제휴로

인해 반드시 높은 질의 이미지와 랜드 인식이 정 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GeylaniInman,andHofstede2008).서로 맞지 않는 랜

드 제휴로 인해 랜드에 부정 연상이 이됨으로써 이 랜드 이

미지에 부정 향을 수도 있는데(Ahn,Kim,andForney 2009)

1998년 AT&T와 리티쉬 텔 콤(BritishTelecom)가 100억 달러를 투

자하여 제휴하 음에도 실패한 표 사례이고,Douwe와 Egberts가 제

휴한 Senseo커피 기계의 경우는 성공하 지만,Philips의 경우는 성공

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Phillips와 Nike 랜드 제휴는 운동 도 에도

작동하기 쉽고 충격에도 강한 MP3Player 자 제품을 만들기 해 제

휴했지만 제휴 후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으나,2006년 Nike와 Apple은

NIke+ipod인 아이팟에 탑재된 스포츠 조정 장치로서 달리기 시간과 거

리 등을 알려주는 로그램을 만든 후 제휴에 성공하 다.Nike와

Phillips의 제휴는 실패하 지만,Nike와 Apple은 제휴에 성공한 것이다

(Van deWetering 2007).유명한 미국의 Time워 (TimeWarner)와

AOL(AmericanOn-Line)은 2004년 AOLTimeWarner로 제휴하 는데

제휴의 이유는 AOL의 매력 이지 않은 이미지를 매력 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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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었다.그러나 두 랜드 간의 합성이 낮은 이유로 제휴는 실패하

다.이상의 사례들은 합한 트 를 선택하는 것이 제휴의 성공 인

핵심요소임을 시사하고 있음을 보여 다(Ahn,Kim,andForney2009).

기존의 랜드 제휴에 한 연구들은 제휴 태도에 미치는 요인

트 특징의 요성을 강조하 으나 실질 으로 트 특성이 제휴 태

도나 제휴 형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드물다(Chenand

Lu2010).한편,소비자는 각 랜드에 한 태도를 기반으로 제휴에

한 평가를 한다. 랜드 제휴 자극에 한 정보,제휴를 제시하는 고,

제휴에 한 경험, 랜드에 한 감정과 신념이 모두 기억에 장되어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SimoninandRuth1998).다수의 연

구는 랜드 제휴의 성공 요인으로 두 이질 인 랜드 간의 합성

(match-up hypothesis)을 꼽았는데(Baumgarth 2004; Lynch and

Schuler1994),그 에서 Park,JunandShocker(1996)은 제품 카테고

리간의 합성(productcategoryfit)의 요성을 강조하 다.그런데 실

질 으로 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이 낮더라도 제휴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성공한 사례도 지 않은데,하이테크 랜드에서는 LG-Prada,

Samsung-Armani,andDolce& Gabbana-Motorola등이 표 사례이

다(Ahn,Kim,andForney2009).Armani와 Mercedes-Benz의 경우 세련

됨의 공통된 랜드 개성 합도로 인해 호의 으로 제휴가 평가되었다.

그리고 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합성에서도 각 랜드와 연결

된 제품 속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만 을 두었고,제휴 랜

드의 감정 ,상징 측면에 하여는 연구되지 못했으며(Mongaand

Lau-Gesk2007;SimoninandRuth1998),제휴가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

자와 소통되어야 하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으로 미루어(Lee,

Wang,andLee2012),기존의 랜드 제휴에 한 연구는 랜드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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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유형과 이에 따른 제휴의 장·단 에만 치 되는 등(Rao and

Ruekert1994), 랜드 제휴 조합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하 다

(Park,JunandShocker1996).

한편,기존의 랜드 확장에서 랜드 개성에 한 연구는 많았지만

(LauandPhau2007),기존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제휴 평가에 해 랜

드 개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는데(James,Lyman,andForeman2006),

특히 랜드 개성 합성이 랜드 제휴 평가 형성 과정에 왜,어떠한

이유로 요한가에 한 심리 기제(psychologicalmachanism)의 이해

에 한 설명이 부족하다.

랜드 제휴에 한 요성과 학문 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BucklinandSengupta1993),소비자가 제휴 마 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하다(Geuens and Pecheux 2006;

SimoninandRuth1998).소비자 특성의 조 효과를 살펴보는 이유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구매 행동의 측 가능성과 효과 인 마 략이

다르기 때문이다(Rijnsoeverand Castaldi2011).Muthukrishnan and

Weitz(1991)와 Rhee(2009)의 연구 결과는 랜드 확장에서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유사성 외에 소비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해 랜드 확장

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드 제휴 합성(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

과 랜드 개성 합성)에 따른 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와 랜

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정 향을 미치는 이유와

소비자 특성 즉,제품지식과 신성에 따른 제휴 략의 효과 차이를

살펴 으로써 효과 인 랜드 제휴 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특히,기

존의 신성에 한 연구는 신성의 정의와 측정에 을 두었으나

(GoldsmithandHofacker1991),소비자 특성 변수로서의 신성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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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특히,

랜드 제휴에 한 소비자 신성과 련된 논문은 거의 없었다.이러한 차

원에서 본 연구는 최근 하이테크 분야에서 요한 변수로 두한 소비자

신성이 랜드 제휴제품에 한 소비자 태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

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연구의 목

랜드 제휴는 최근 실무 으로나 학문 으로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Washburn,Till,andPriluck2004). 랜드 제휴에서 요한 은

트 랜드의 선택인데(Walchili,2007), 랜드 제휴의 목 은 트

랜드로부터의 가치의 시 지 효과를 얻어 경쟁 우 를 선 하고 제

품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며,주 랜드와 트 랜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에 따라 랜드 제휴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Simonin

andRuth1998).제휴 랜드 간의 어울림은 합성(fit)으로 바꿀 수 있

는데 기존 랜드 제휴에 한 연구들에서 랜드 제휴 합성의 유형은

제품 카테고리와 랜드 이미지 측면에서의 지각된 합성 는 유사성

에 의해 분류되었다(SimoninandRuth1998). 랜드 제휴에서는 서로

다른 랜드와 제품 간,카테고리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즉,

랜드 제휴 맥락에서 랜드 간의 계가 연구되어야 한다(Ahn,Kim,

andForney2009).이와 련하여 지 까지 랜드 제휴와 련된 연구들

을 살펴보면,두 랜드 간의 합성(fit)을 심으로 이에 한 효과

합성에 미치는 향 요인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한편,

랜드 제휴에서 랜드 이미지가 요한데(Baumgarth 2004;Simonin

andRuth,1988;Pruppers,Dawar,andOutwerloot2007), 랜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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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요한 이유는 랜드 이미지가 품질의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Wernerfelt,1988).‘랜드 개성 합성(brandpersonalityfit)’은 ‘랜드

이미지 합성(brandimagefit)’과 히 련되어 있는데 기존의 연구

는 랜드 제휴에서 랜드 이미지 합성의 요성에 한 연구는 많았

지만,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드

물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랜드 제휴에서 랜드 개성

합성의 요성에 해 살펴보고,나아가 제휴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

사성과 제휴제품에 한 소비자 지식· 신성의 조 효과와 지각된 감정

가치와 기능 가치의 매개 효과에 해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평가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해서는 실제 제휴 제품에 한 호의 인 평가에 직 연

결되어 있는 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랜드 이미지, 랜드

개성 차원에서의 합성에 한 이해를 통해 이들 간의 계에 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러나 실무 으로는 많이 이용되는 활동들 어

떠한 요인들이 제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에 한 이론 체계가

자세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드 제휴에 한 선행 이론을 기 로 성공

인 랜드 제휴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이론 ,실

무 으로 효과 인 랜드 제휴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

에 따라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고,

둘째,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제휴 평가에 한 지각된 감정 가치와 기능 가치에

의해 독립 , 는 순차 으로 매개 되는지 검증함으로써 심리 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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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평가

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소비자 특성변수인 제휴 제품에 한 지식과

신성이 조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 특성에 따라 두 합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향이 달라짐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review)와 실증연구

(empiricalstudy)를 병행하고자 한다.먼 ,기존 랜드 제휴에 한 연

구를 검토해 으로써 랜드 제휴의 요성과 개념을 구체 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다음으로, 랜드 제휴에서 요한 랜드 간의 합성에

한 문헌 연구를 토 로 랜드 제휴에서 합성이 소비자의 제휴 제품

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설을 도출한다.

사 조사 결과를 토 로 선정한 실험제품과 랜드를 사용하여 두 번

의 실험을 실시한다.제휴 랜드의 주 랜드로는 애 (Apple) 랜드를

선정하여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소비자의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랜드 개성 합성이 조 하는지를 실험한다.그리고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각된 감

정 가치와 기능 가치가 매개하는지 확인해 으로써 심리 매커니

즘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더불어 소비자 특성변수인 제품 지식이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향을 조 하는지를 분석한다.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 상을 30 의 일반인으로 범 를 확장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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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하며,소비자 신성이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

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향을 조 하

는지를 확인한다.SPSS18.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신뢰도 분석,분산분

석,매개분석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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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제 1 랜드 제휴

랜드 제휴 략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랜드가 다양한 결합 방식

을 통하여 력 계에서 마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하며(Rao

andRuekert1994;Rao,Qu,andRuekert1999), 랜드를 포함해 제품,

차별화된 자산을 장·단기 으로 결합하는 것이다.제휴 략의 유형으로

는 조인트 마 과 진,조인트 매,제품 합작,디자인 합작,R& D

계약 등이 있다(Coopers and Lybrand 1997).조인트 마 (Joint

Marketing) 는 진(Promotion)은 둘 이상의 기업이 제휴하여 상호 간

의 혜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McDonald와 Coke의 제휴 사

례가 그 이다.조인트 매(JointSelling) 는 유통 합작(Distribution

Collaboration)은 둘 이상의 기업이 같은 유통 경로로 제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타겟 유통망을 통해서만 IssacMizrahiBrand가 매되는 것이

그 이다.제품 콜래보 이션(ProductCollaboration)은 Philips면도기와

Nivea 로션의 제휴가 그 이며 디자인 콜래보 이션(Design

Collaboration)은 Porche디자인과 Poggenpohl주방의 제휴가 그 가

된다(Lee,Wang,andLee2012). 의 제휴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둘

는 그 이상의 랜드들의 속성을 통합 는 연결하여 새롭고 는 더

나은 제품 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자 하는 것이다(Cooke

andRyan2000).

제휴가 마 의 목 으로 사용되면 제휴 랜드 간의 계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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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는데(BlackettandBoad1999), 랜드 제휴는 공유하는 가치

창출이 간 정도여도 두 랜드 간의 계가 지속 일 때를 의미한다.

합작 로모션(jointpromotion)은 두 랜드 간의 계 기간이 짧을 때

를 의미하며 공동 랜딩(co-branding)은 두 랜드 간의 계가 길지

않더라고 가치 창출 공유가 높을 상용된다(BlackettandBoad1999).그

러나 Keller(2003)는 랜드 제휴와 공동 랜딩은 동의어이며 두 개

는 두 개 이상의 랜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합작 제품을 만들거나 같은

형태로 시장에 나올 때를 뜻한다고 보고하 다.

제 2 랜드 제휴 합성

랜드 확장 성공의 요한 요인은 합성(fit) 는 유사성(similarity)

이라 하며,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지각된 일치 정도를 ‘지각된

합성’이라고 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품질지각을 결정한다(Aakerand

Keller 1990). 이러한 합성은 보완성(complementarity), 체성

(transferability), 환성(transferability)를 포함한다(Aakerand Keller,

1990). 랜드 제휴 한 논리 인 합성이 요한데(Lanseng and

Olsen2008),이는 제휴 랜드 간의 합성이 높을 때 지각된 품질이

이되기 때문이다(BucklinandSengupta1993;RaoandRuekert1994).

랜드 제휴에서의 합성은 두 랜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의미하며(FleckandQuester2007), 랜드 제휴에

한 합성은 두 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가 얼마나 유사 는

합한가와 두 랜드가 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잘 어울리는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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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Lanseng and Olsen 2008;Park,Jun,and Shocker 1996;

SimoninandRuth1998).

합성은 객체 간 연상의 강화를 의미하고(Broniarczyk and Alba

1994),높은 합성은 랜드 제휴 제품에 한 평가에 정 향을 미

치는데(SimoninandRuth1998),제휴 랜드에서 두 랜드 간의 지각된

합성이 높으면 제휴에 여된 랜드 간의 제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Pruppers,Dawar,andOutwerloot2007). 랜드 제휴에 있어서 기업은

랜드 마 터, 치,이미지 연상 사이의 합성을 시한다(Park,

Sung,andShocker1996;SimoninandRuth1998).

Bouten,Snelders,andHultink(2011)은 랜드 제휴 략에서 합성을

랜드 카테고리 간의 합성, 랜드 이미지 간의 합성,기존제품과

신제품 사이에서의 합성과 신제품과 랜드 이미지간의 합성으로

분류하 고,BhatandReddy(1997)은 합성을 제품 카테고리와 랜드

이미지 합성 수 으로 나 었다.지각된 합성의 요성을 설명해 주

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1.정보 통합 이론 (InformationIntegrationTheory)

정보통합이론(InformationIntegrationTheory)과 태도 근성 이론

(AccessibilityTheories)에 의하면 강한 랜드 제휴 단서를 제시함으로

써 랜드와 그의 연상이 기억 속에 장될 때 랜드와 연 된 평가는

자동으로 인출된다(SimoninandRuth1998).정보통합이론에 의하면,소

비자들은 자극을 근거로 태도 는 믿음을 형성하며(Anderson1982),

소비자는 기존의 신념 는 태도와 함께 정보의 자극을 수용,해석,평

가,통합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고 형성한다(SimoninandRut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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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 한 태도가 더욱 뚜렷하고 근 가능할수록 개인은 랜드와

련된 단서를 근거로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커진다(Fazio 1986;

SimoninandRuth1998).

이러한 상은 맥락 효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소비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각 (perceptual) 는 평가 (evaluative)특징에

쉽게 향을 받는다. 랜드 제휴 상황에서도 트 랜드 한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랜드 제휴에 한 태도는 이 랜드에 한 태도와

맥락 즉,제휴 시 제휴 랜드들이 어떻게 합한가에 한 지각에 향

을 받게 된다(James,Lyman,and Foreman 2006;Raoand Ruekert

1994;SimoninandRuth1998).따라서 고나 경험을 통한 랜드 제휴

는 기존의 랜드에 한 신념이나 믿음과 쉽게 연결된다(Simoninand

Ruth1998).

2.신호 이론 (SignalingTheory)

신호이론(signalingtheory)에 의하면,기업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보를 달(communicate)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랜드 제휴에서 랜드가 요한 이유는 랜드는 제휴 랜

드에게 높은 품질임을 신호로 달할 수 있으며 제품 속성에 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aoandRuekert1994).

소비자들은 구매 후에 제품을 경험할 때까지 제품에 한 품질에 해

알기가 어렵다.이는 ‘정보의 비 칭성(informationasymmetry)때문인데

(Akerlof1970), 매자와 구매자의 제품 품질에 한 정보를 같이 공

유하지 못해 구매자가 제품 품질을 쉽게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Rao,

Qu,andRueker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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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매자는 보이지 않는 제품에 한

품질을 구매자에게 신뢰성과 함께 달하기 한 신호(signal)행동을 하는

데,품질 보증서나 고비용이 그 가 될 수 있다(Rao,Qu,and

Ruekert1999). 한, 랜드도 신호 수단이 될 수 있는데,이는 만약

랜드가 제품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랜드에게 그 가

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Wernerfelt1988).이러한 이유로 랜드 제휴

한 보이지 않는 제품 품질에 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다(Rao,Qu,

andRuekert1999).특히,명성이 낮은 랜드가 명성이 높은 랜드와

의 제휴로 인해 제휴 평가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명성이

높은 랜드가 제휴 품질을 알려주는 신호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3.정보의 근성(Accessibility)과 진단성(Diagnoticity)

기존의 소비자가 기억 속에 장하고 있는 사 태도나 인식이 행동

과 단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근성(accessibility)

과 진단성(diagnoticity)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Feldmanand

Lynch, Jr.(1988)는 소비자는 기억속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근성-진단성 모델(ADM:Accessibility-DiagnosticityModel)을 따른다고

했다. 근성-진단성 모델에서는 소비자들이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

에 어떤 것들이 인출 는 회상되어 의사결정과 단에 향을 미칠 것

인가에 해 설명하고 있다. 근성은 개인이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얼마

나 잘 회상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며,진단성은 기억으로부터 인출된

정보가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의미한다(Feldmanand

Lynch, Jr. 1988).

소비자들은 기억 속에서 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인출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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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를 근성이라고 정의한다.정보의 근성

이 증가하면 정보의 회상력이 높아져 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근성

이 높은 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그러나,소비자의 의사결

정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정보는 근성외에 단에 도움이 되는

진단성을 갖추어야 한다. 근성과 진단성은 상 계가 높기 때문에 제

품 정보에 한 근성이 높을수록 확장 랜드에 한 태도가 더 호의

이다(McCarthy,Timothy,andMilberg2001).따라서, 랜드 제휴에

서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과 랜드 개성 합성은 제휴 평가를 하는

데 근성과 진단성을 높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Product-CategorySimilarity)

랜드 확장에서 제품 카테고리간의 합성(fit) 는 유사성

(similarity)은 태도에 정 향을 미친다(Aakerand Keller1990;

SimoninandRuth1998).카테고리 수 에서의 합성은 카테고리에 기

반을 둔 처리 과정에서의 합성을 의미한다(Cohen and Basu 1987;

Fiske1982;LauandPhau2007;Sujan1985).그 의 요한 요인이

모 랜드와 확장제품 간의 합성이다.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모 랜

드와 확장제품간의 합성이 소비자의 랜드 확장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실증했다.왜냐하면 모 랜드와 확장제품 간의

합성은 소비자가 모 랜드로부터 갖는 정 인 감정을 랜드 확장

에 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AakerandKeller

1990;KlinkandSmith2001).

합성은 범주화(category) 합성과 랜드 이미지 합성 등 크게 두

범주로 분류된다(BhatandReddy2001;Czella2003).카테고리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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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은 카테고리에 근거한 정보처리 방식(category-basedprocessing)

으로 동기화되는데(CohenandBasu1987;Fiske,1982;Sujan1985)모

랜드와 확장제품간의 지각된 합성은 범주화 이론으로 설병될 수 있

다.범주화 이론에 의하면,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자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하면 이를 기존의 지식 구조의 틀에 의

해 분류하므로(Hutchinson,Raman,Mantrala1994),확장제품이 모 랜

드의 범주에 일치한다고 단되면 확장 랜드에 해 정 태도를 형성

하게 된다(Goodstein1993).

랜드 제휴에 있어 제품 간의 합성은 제휴에 포함된 제품 카테고리

간의 연결성을 의미하며(SimoninandRuth1998)제휴 랜드의 제품 카

테고리가 기능 으로 합하면,소비자들은 랜드 조합을 쉽게 이해한

다.그러나 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이 낮으면 소비자들은 제휴에

해 혼란스러워 하는데(Park,Jun,andShock1996)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용 상황 는 복된 속성들을 제휴 략

방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Lee,Wang,andLee2012).

5. 랜드 합성(BrandFit)

랜드 수 에서의 합성은 랜드의 독특한 특성(Broniarczykand

Alba1994), 랜드 이미지로부터 유도된 유사성을 강조한다(Bhatand

Reddy 2001). 랜드 수 에서의 합성은 개념 인 일 성(conceptual

coherence;Murphy and Medin 1985)과 목표로 유도된 범주화 이론

(goal-derivedcategorization;LokenandWard1990)에 의해 설명된다.

개념 인 일 성(conceptualcoherence)은 구 객체가 일 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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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면 비록 두 객체가 련이 없더라도 유사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MurphyandMedin1985).즉,목표에 의해 유도된 범주화 이론

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사한 목표 하에 두 객체를 연결하면 두 객체 간의

유사성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LokenandWard1990).

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랜드와 련된 연상을 반 하

는 랜드에 한 지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간직한 랜드 연상에 의해 반 되는 랜드에 한 지각을

의미하며(Keller2003),이러한 이미지는 기능 는 상징 수 으로

나 수 있다(BhatandReddy1998).Kotler(2000)는 랜드 이미지를

이름,상징,디자인,표시 등의 조합으로 정의하 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 고, 랜드 이미지를 특정한 랜드에

한 소비자의 믿음으로 정의하 다.

랜드에 한 연상이 일 일 때 소비자의 지각된 험은 어들고

랜드에 한 신뢰도와 효용은 증가되며(Erdem andSwait1998),두

개의 랜드가 함께 제시되면 기존의 소비자 마음속에 장된 랜드 특

유의 연상과 더불어 소비자 제휴 평가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

(BroniarczykandAlba1994).만약,두 랜드의 이미지가 불일치하면

소비자들은 귀인에 한 탐색을 함으로써 왜 두 랜드가 제휴를 한 건지

에 한 의문을 갖게 된다(Simonin and Ruth 1998).Simonin and

Ruth(1998)는 두 제휴 랜드의 랜드 이미지나 연상이 합하지 못하

면 태도에 부정 향을 주는데,실질 인 랜드를 상으로 조사하여

제휴 랜드 간의 랜드 합성이 소비자의 제휴에 한 우호 반응을

유도함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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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랜드 개성 합성 (BrandPersonalityFit)

한편, 랜드 개성은 소비자 선호와 선택에 다양한 방법으로 향을

다(Aaker 1997; Diamantopoulos, Smith and Grime 2005;

Swaminathan,StilleyandRohini2009). 랜드 개성은 랜드와 연 된

인간의 특성의 집합체인데,소비자는 인간의 성질을 랜드에 투 한다

(Aaker1997). 랜드에게 성격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랜

드를 유명인과 연 지어 생각한다(Aaker1997;LauandPhau2007).

랜드 개성은 소비자의 자기표 의 수단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다른 측

면을 표 하는데 도움이 된다(Aaker1997;Swaminathan,Stilley and

Rohini2009).

랜드를 인격화함으로써 랜드가 소비자 삶의 심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측면을 랜드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다(Aaker1997).뚜렷한 랜드 개성은 소비자 기억에서 독특하고

우호 인 연상을 형성할 수 있게 해 다(Keller1993;Johnson,Soutar,

andSweeny2000).잘 구축된 랜드 개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랜드와

더 강한 감정 연계를 느끼며 랜드에 한 신뢰와 충성도가 높아진다

(Johnson,Soutar,and Sweeny 2000;Siguaw,Mattila,and Austin

1999). 랜드 개성을 통하여 기업은 랜드에 해 소비자와 효과 으

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고와 에서 랜드 개성은 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Diamantopoulos,Smith,andIan2005).그러므로 랜드 개

성 측면에서 유사한 랜드 간의 제휴는 성공 제휴의 조건이 된다

(Swaminathan,Stilley,andRohin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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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태도 형성 과정에서의 인지(Cognition)

와 감정(Affect)의 역할

AjzenandFishbein(1980)은 태도를 바꾸기 해서는 태도 상과 연

결된 신념 는 평가 요소 등의 인지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 다.그러나 Zajonc(1980,1984)는 인지 반응보다 감정

반응이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 고,

ChaikenandStangor(1987)은 기존의 논문들이 소비자 태도 형성 과정에

서 인지 부분을 강조하 지만,앞으로의 연구 흐름은 인지 요소와

비인지 요소를 강조하는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라 하 다.

1.인지(Cognition) 심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 모델(ConsumerProcessingModel)에 따르면,

소비자는 고메시지를 통해 특정 정보를 수용해 인지 으로 처리하게 된

다.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체계 ,이성 으로 정보에 해 분석하게 되

며,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SternthalandCraig

1982).

인지 에서 소비자 태도를 설명한 이론은 기 가치 모델

(Expectancy-ValueModel)과 다속성 태도 모형(MultiattributeUtility

Model)등이 있다(Fishbein1963).기 가치 모델에 따르면 태도란 소비

자의 신념들의 함수이며,신념은 상에 한 속성들에 한 기 가치

들의 합을 의미한다.기 는 상이 갖고 있는 속성 종류에 한 주

확률이며 가치는 속성에 한 평가를 의미하는데,태도는 이러한 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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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의 곱을 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Fishbein1963).다속성 태도 모형

은 소비자가 상을 평가할 때 상에 한 각 속성의 요성에 한 가

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기 가치를 극 화 해주는 상을 선택한다는

이론으로 태도가 상에 한 소비자의 믿음과 속성에 한 요도에 따

라 결정됨을 강조한다(AjzenandFishbein1980).한편,태도 형성에 있

어 인지를 시하는 이론으로는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ofPlanned

Behavior)이 있는데,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행동의도가 행동을 결정하

며,행동과 행동의도를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있다(AjzenandFishbein

1980).

2.감정(Affect) 심

Zajonc(1980,1984)는 감정과 인지는 별개의 독립 인 시스템이므로

감정은 인지 과정과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 고,Tesser(1978)

은 기존의 인지 에서 소비자 태도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근 가능한 정보 는 특정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Fowler(2007)은 태도와 일치하는 새로운 신념을 갖거나,불일치되

는 신념을 재해석하기 해 기존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즉,소비자는 이 처럼 미리 기억 속에 장한 신념으로 태도를 장하

지 않고 회상한 정보를 창의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태도를 바꿀 수 있

다.

한편,많은 연구들이 감정(feelings)과 신념(beliefs)사이에 상 계가

높다고 설명하 다(Forgas1995;Fowler2007).즉,태도 형성에 있어서

감정이 근본이 되며 소비자들의 감정 상태에 기반 해 상에 한 평가

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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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형성 과정에서 감정을 시하는 연구는 감정 화이론(Affect

PrimingTheory)과 감정 정보모델(Feeling-As-Information)로 분류된다.

감정 화이론(AffectPrimingTheory)에 따르면,소비자는 정 인 감

정 상태에서 감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억 속에서 인출함으로써 상에

한 평가를 한다고 설명하는데(Isenetal.1978),이는 정서가 주의,부

호화,인출,연합 처리 등에 향을 주어서 단에 간 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감정 정보모델(Feeling-As-Information)은 감정이

단 과정에 직 향을 미치는데,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상에 한 감정 반응으로 잘못 귀인시킴을 강조한다. 한 감정 정

보모델에 따르면 감정 정보가 인지 과정에 향을 미쳐 태도를 형성한

다고 설명한다(SchwarzandClore1996).이처럼 감정 상태가 인지 상태

에 향을 다고 설명하는 모델로는 연상 네트워크 모델(Asoociative

NetworkModel)이 있다.연상 네트워크 모델은 기억이 네트워크 조직

으로 이루어졌는데 감정 노드(node)도 네트워크 조직에 포함된다고 설명

한다(Bower1981).감정은 상에 의해 유발되며,유발된 감정은 다른

요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연결고리(link)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

고,활성화된 요소는 소비자들로 하여 정보처리(지각,회상 등)를 용이

하게 함으로써 감정이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단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ower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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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비자 특성 변수

1.제품 지식

AlbaandHutchinson(1987)은 소비자의 사 지식은 소비자 행동 연

구에서 요한 소비자 특성변수로서 친숙도(familarity)와 문성

(expertise)으로 구성된다고 하 는데,친숙성은 소비자가 축 해 좋은

제품과 련된 경험의 수를 의미하며, 문성은 제품과 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뜻한다(Dahl,Chattopadhyay,andGorn1999).제품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제품을 더 잘 구별할 수 있으며,주어진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Albaand

Hutchinson1987).제품에 한 사 지식이 증가하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인지 노력이 어들어 제품과 련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구매 등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증가하는데,사 지식은 소

비자들이 특정한 제품에 한 경험 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AlbaandHutchinson1987).

문가는 속성 정보를 시하며, 심자는 혜택 정보를 시한다

(Walker,Celsi,andOlson1987). 랜드 확장에서 확장 랜드에 한

지각된 험성은 랜드 확장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데(Aaker

1990), 랜드에 한 소비자 지식으로 인해 소비자는 새로운 확장 랜

드에 한 불확실성과 지각된 험을 낮추어 구매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한 지식이 많은 소비자는 제품 평가에 필요한 정보량도 으므로 확장

랜드에 해 보다 수용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Cox1967).따라서

소비자 지식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합성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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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이다(MuthukrishnanandWeitz1991). 랜드 확장에서

합성이 낮은 제품으로 확장 시, 랜드 지식은 합성에 한 평가에

정 향을 미치며(Dawar1996),확장 랜드에 한 정보 수 이 높

아짐에 따라 합성이 확장 랜드에 해 미치는 효과는 어든다(Xie

2008).BroniarczykandAlba(1994)는 지각된 합성이 확장 랜드에 미

치는 효과를 소비자 지식이 조 한다고 제안하 다.

문성이 높은 소비자는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속성에

한 이해도가 높다(BettmanandPark1980).제품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 특징과 같은 외부 단서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에 해 평가하기 때문에, 문가인 소비자들

은 보자에 비해 인지 ,분석 능력이 높아 새로운 제품과 기존의 친숙

한 제품 간의 유사성을 보다 잘 구분할 수 있다(Gregan-Paxtonand

Jhon1997).

2.소비자 신성

소비자 신성은 새로운 제품을 채택하는 속도나 의향에 따라 차별

화되는 소비자 특성 변수이자(Hirshman1980), 소비자 행동을 측하

거나 설명해 주는 요한 변수이다(MidgleyandDowling1978).본 연

구에서 소비자 특성 신성을 선택한 이유는 하이테크 제품에서

신성에 따른 고객의 세분화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신제품 성공에 요한 요인이 되는데,이들은 신제품에 해

가격 민감도가 낮으며 지식이 높다(GoldsmithandHofacker1991;Xie

2008).하이테크 제품 역에서는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고 생존 경쟁률

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제품의 성공이 제품을 빨리 채택하는 소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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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되고(HoffmannandSoyez2010), 신 인 소비자는 새로움

을 추구하는 성향(novelty-seeking)이 강하기 때문에(Manning,Bearsen

andMadden1995),새롭고 다른 제품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욕구가

높아(Hirshman1980)새로운 랜드에 해 호의 이다(Xie2008).소비

자 신성은 새로운 제품 정보와 새로운 제품 지식을 찾으려는 욕구를

의미하는데(Manning,Bearsen,andMadden1995),Rogers(1962)는 소비

자 신성은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신을 먼 수용,채택

하는 정도를 뜻한다(Gatignon and Robertson 1985;Goldsmith and

Hofacker1991)고 하 고,MidgleyandDowling(1978)은 소비자의 신

성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한 수용성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상 없이

신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신성을 소비자의 내재 특

성으로 규정하 으며,Hirshman(1980)은 신성의 수용 범 를 새로운

라이 스타일 제품,소비 패턴으로 정의하 다.

한편,소비자 신성은 신제품의 채택여부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요

한 변수로 논의되어 왔다(Hur,Yoo,andChung2012).Midgleyand

Dowling(1978)은 신성이 신제품 채택에 미치는 향은 제품에 고유한

신성(productcategory-specificinnovativeness)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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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가설 설정 연구모형 수립

제 1 연구가설 설정

1.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

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랜드 제휴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제휴 랜드 간 합성의 요성

을 강조하 는데,두 랜드 간의 지각된 합성이 높으면 낮을 때보다

소비자들은 제휴 제품 태도에 호의 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된다(SimoninandRuth1998).SimoninandRuth(1998)는 합성을 두

랜드의 제품 범주 수 에서의 합성(productfit)과 이미지 수 에서

의 합성(brandfit)으로 분류하 다.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은 소

비자가 공동 랜드 제휴(co-marketingalliance)하에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 는 일치성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Ahn,Kim,

andForney2009;SimoninandRuth1998).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랜

드의 특유의 연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른 랜드와 구별을 할 수 있

는데(BroniarczykandAlba1994), 랜드 제휴에 있어서 랜드 이미지

합성도 소비자의 제휴 제품 평가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SimoninandRuth1998).

한편, 랜드 수 에서의 합성에서는 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랜드 개성의 역할도 요하다(Czellar2003). 랜드 개성은 랜드 이미

지의 요한 구성요소(Aaker1996)이므로 랜드 개성은 지각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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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한 기 이 된다(LauandPhau2007). 랜드 개성은 랜드 이

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다(Diamantios,Smith,andIan2005).상

징 랜드의 경우 랜드 개성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에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인데 이는 랜드 카테고리와의 성 때문이다

(BhatandReddy1998;LauandPhau2007).

Aaker(1997)는 랜드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격 특징을 갖고 있

다고 하 는데,이는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을수록 랜드 제휴의 시

지 효과 한 크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랜드 개성 합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특별한 유형으로 기억하기 쉽고,강한 개성을 갖고 있

는 랜드는 소비자에게 정 인 태도를 유발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속

에 다른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랜드 개성

은 랜드 이미지와 자산의 통합 인 구성요소이며,소비자의 마음 안의

랜드 가치에 향을 다(Keller1993).특히, 랜드 개성이 뚜렷하고,

강력하며,바람직하고,지속 일수록 랜드와 소비자의 계는 더욱

해 지는데(Keller1993),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랜드 개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랜드 제휴에 한 태도는 정

인 것이다(James,Lyman,andForeman,2006).

그런데,어떠한 유형의 합성이 더 요한가에 해서 의견이 분분

한데,Park,Jun,andShocker(1996)은 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을 더

시하 으며,SimoninandRuth(1998)등은 랜드 이미지의 합성을

더 시하 다(Baumgarth 2004;Simonin and Ruth 1998;Pruppers,

Dawar,andOuwersloot2007).그러나 제품 카테고리간 합성과 랜

드 이미지 합성 등 여러 합성이 동시에 제휴 평가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없다(Geuensetal.2008).Geuensetal.(2008)의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과 랜드 이미지 합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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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과 랜드 합성 한 가지만 합해

도 제휴 평가에 정 향을 수 있으며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

과 랜드 이미지 합성 모두 만족할 경우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밝혔

다.Pruppers,Ouwersloot,andDawar(2007)은 랜드 이미지 합성,주

랜드의 제품과 제휴 제품 간의 합성, 트 랜드의 제품과 제휴

제품 간의 합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Geuenset

al.(2008)은 카테고리간의 합성에 만족하면,더 이상 랜드 개성 합

성은 요시 되지 않는다고 하 다.Keller(2003)은 성공 인 랜드 제휴

에서는 두 랜드 간의 논리 인 합성이 필수 임을 강조하 으며,

GeuensandPecheux(2006)은 제휴 제품에 한 고에서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 는 랜드 합성 하나만 충족하여도 소비자가 제휴에

정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 다. 랜드 확장 평가 과정에서 합

성 는 유사성이 확장 랜드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하는

변수로는 랜드 폭, 고 내용, 고 반복성 등이 있는데(Klinkand

Smith2001),정보 단서의 향력은 그것이 추가 될 때마다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LevinandGaeth1988).

랜드 연상은 추상성 수 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Alba abd

Hutchinson1987), 랜드 합성은 제품 합성보다 보다 더 추상 이

다(Pruppers,Ouwersloot,andDawar2007).그러므로 랜드 합성은

보다 근성(LynchJr.,Marmorstein,andWeigold1988)과 진단성이 높

다(MenonandRadhubir2003).확장 랜드가 기존 모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미지 일치성이 높으면,모 랜드와

확장 랜드 사이의 지각 인 합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Lauand

Phau2007).그러므로 이미지 합이 높으면 카테고리 수 의 합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BhatandRedd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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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자극의 정보가 카테고리 스키마와 불일치 할 때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의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확장 랜드 는 제휴

제품에 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이 때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개

별 으로 분리될 수 있다(Sujan1985).이를 근거로,소비자들이 기존

랜드 제품과 제휴 트 랜드 제품 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을 때는 범

주화 스키마를 이용한 제휴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두 제휴 랜드의 개

성 합성이 평가의 결정 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랜드 확

장보다 두 랜드의 제품 간의 거리가 낮은 제휴 평가에 있어서는 정보

처리의 정교화가 더욱 요구된다(Ahn,Kim,andForney2009).단서는 의

미와 맥락과 일치하는가에 의해 진단 이고 명백할 수 있는데(Aaker

andSengupta2000),소비자들은 랜드 개성을 랜드를 사용하는 사용

자의 이미지,제품 속성 등의 단서로 유추한다(MongaandLau-Gesk

2007). 랜드 제휴시,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과

랜드 이미지 합성도 요하지만 랜드 개성 합성으로 인해 지각된

합성도 높아질 수 있다(MongaandLau-Gesk2007).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1:제휴 랜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랜드 개성 합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을 경우,제휴 랜드 간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해)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더 클

것이다.그러나 제휴 랜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제

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에 따른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차이가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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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각된 감정 가치와 기능 가치의 매개 효과

최근 마 연구에서는 가치의 감정 그리고 기능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하 다(Lee,Lee,andChoi2011).마 연구자와 학계는 소비자들

이 제품 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해 요시 하는

데(UlagaandEggert2006),지각된 가치는 만족과 행동의 제 요소이

며,지각된 가치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측하는데 믿음이 가는 구성

체이다(Hur,Yoo,andChung2012).Monroe(1990)에 의하면 지각된 가

치의 정의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구매를 지불하는 가 비 제품을

통해 지각하는 품질 혜택이라고 하 고,Zeithaml(1988)은 가치를 소

비자의 수용된 지각에 근거한 효용의 반 평가로 정의하 다.

한편,가치는 쾌락 (감정 )가치와 실용 (기능 )가치로 구분되

는데 기능 가치는 안의 기능 실용 ,물리 성과로부터 획득된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반면,감정 가치는 안의 호기심,신선함을

유발하는 능력에 련된 지각된 효용을 의미하며(Sheth,Newman,and

Gross1991),제품의 기능성은 구매 결정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Nowlis

andSimonson1996).소비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한의 혜택을 추

구하기 때문에 지각된 제품의 기능 가치는 구매 요소를 결정하고

(NowlisandSimonson1996),기능 가치는 기술 인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능 측면은 신제품 채택에 향을 다(Hur,Yoo,andChung

2012). 감정 가치는 소비자 만족과 충성도를 증진시켜 주는데,

RobinetteandBrand(2001)에 의하면 가치는 가격,제품,자산,경험,에

지로 분류된다.가격과 제품은 이성 이며 비감성 인 가치에 향을

주고,자산,경험,에 지는 감정 가치에 향을 다.자산은 랜드의

신뢰와 소비자들이 랜드와 감정 으로 연결되는 조합을 의미하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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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랜드와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에 지는 소비자들이 제

품 는 서비스에 들이는 노력의 투자를 의미한다.융합제품의 소비는

소비자의 감정 상태와 연 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에 한 호의를 높여

주며(BrownandReingen1987),시장 환경이 격히 변화함에 따라 소

비자들은 제품의 쾌락 ,기능 측면을 모두 시한다. 한,제품에

한 감정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융합제품에 한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Hur,Yoo,andChung2012).

기능 요소는 소비자의 감정을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쉽게 그

가치가 경쟁자에 의해 모방이 되는 단 이 있다.반면,감정 요소는 제

품의 차별화,가치,만족,신뢰,충성도를 높이며 이는 인간의 욕구를 만

족시키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감정을 사용하여 부의식 인 욕구를 정의

하며 행동을 추진한다.높은 감정 가치를 지닌 기업은 지속 인 유일한

가치와 차별화된 우 를 선 할 수 있게 된다(Robinette and Brand

2001).

한편, 감정(emotion)은 정보 인출 시스템(Information Retrieval

System)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데,감정은 소비자 행동 는 이성 의

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감정은 실제 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의해 표출된다(Moshfeghi 2012).

Zajonc(1980)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 상태와 감정 상태가 개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감정 상태가 인지 상태에 선행한다고 주장하 는데,

감정 무게 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인지 (cognitive),감정 (affective)능

력의 함수이며,인지 행동은 감정 행동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정서(Affects),기분(moods)은 인간의 정보처리,기억 회상을 재하는

역할을 한다(Moshfeghi2012).감정 정보 모델(Feeling-As-Information

theory)은 단에 있어 기분,감정,메타인지 체험 그리고 신체 감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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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인 체험이 단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상에

의해 유발된 느낌이 단에 한 정보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

다(WyerandCarlston1979).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할 때 느끼는

기분은 제품 평가에 향을 다(Isenetal.1978).한편,소비자들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이미지가 일치하면 충분히 확장 랜드에

한 호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이는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이미지 합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로부터 경

험 혜택(experientialbenefits)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Lau and

Phau2007).ChenandLu(2010)와 YeungandWyer(2005)는 랜드

개성 합성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서 소비자는 감정 으로 랜드

와 연결될 때 가능하다고 하며, 랜드 확장은 감정 인 과정이라고 하

다.이는 랜드에 한 감정 측면이 강한 소비자의 경우 모 랜드

의 태도가 랜드 확장에 직 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랜드 개성이 강한 랜드가 기존 제품과 비유사 제품으로 확

장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가 랜드와 연결된 느낌이 랜드 개성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이다(ChenandLu2010).소비자가 자신의 개성

이 랜드 개성과 일치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소비자들은 랜드와의

연결감을 더 강하게 느끼며 이는 랜드에 한 호의 태도로 연결되고

(Aaker1997), 랜드 확장에 한 평가에 있어서 제품보다는 사람이 더

요하다(ChenandLu2010).따라서 주 랜드의 기존 제품과 제휴

랜드의 제품 간의 합성이 낮더라도 랜드 개성 합성에 의해 제휴

태도가 높아지는 이유도 감정 인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이에 따

라,본 연구에서는 랜드 이미지의 감정 측면인 랜드 개성 합성

이 하나의 단서가 되어 소비자들에게 감정 가치를 유발할 것이라 가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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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가 랜드 고유의 분명하고 독특한 퍼스낼리티를 가지게 되면

소비자는 랜드에 해 감정 유 를 갖게 되며 높은 신뢰와 충성도를

유발하며,지속 인 차별화의 토 가 된다(Siguaw,Mattila,andAustin

1999).따라서,감정 정보 모델(Feeling-As-Informationtheory),감정 무

게 이론(AffectLoadTheory)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매개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2: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 낮을 때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정 효과는 지각된

감정 가치와 지각된 기능 가치에 의해 독립 , 는 순차 으로

(지각된 감정 가치를 거쳐 기능 가치를 통해)매개될 것이다.

3.소비자 특성변수의 조 효과

랜드 확장과 제휴의 합성 는 유사성은 범주화 이론

(Categorization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AakerandKeller1990).

범주화 이론에 의하면,사람들은 구조화된 지식,카테고리,스키마 등을

기반으로 상에 한 단을 하는 경향이 높다(Fiske1982).범주화 과

정은 표 상과 기존의 카테고리 는 스키마 간의 비교를 포함하며

공통분모를 가진 상들을 묶음으로써 효율 인 정보처리를 하려고 한

다(CohenandBasu1987).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소비자들은 기억 속

에 장된 지식 는 경험을 이용해 새로운 확장 랜드에 해 평가하

려고 하는데 새로운 상이 기존의 카테고리 는 스키마와 일치할 때만

호의 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Fiske1982;Sujan1985).이러한 이유

는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지각된 합성이 높을 때 모 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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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된 호의 감정이 확장 랜드로 이되기 때문이다(Ma2005).

제휴 랜드 평가에서 합성이 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단을 하

는데 있어 인지 노력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WyerandSrull

1986), 합성과 같은 단서를 제휴 평가를 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Pruppers,Ouwersloot,andDawar2007).소비자들은 기억 속에서 쉽게

회상할 수 있는 단서를 근거로 단하는데(Feldman and Lynch, Jr. 

1988),제휴 랜드 간의 공유된 속성 차이,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에

한 지각은 제휴 계에 한 유추를 얼마나 쉽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DharandSherman1996). 랜드 확장에 한 기존 논문에서도 모

랜드와 확장 랜드의 카테고리간의 인지 연결이 가능하면,제품 카테

고리간의 연결된 소비자의 태도나 믿음이 확장 랜드에 쉽게 이된다

고 하 다(LanandPhau2007).이처럼, 랜드 제휴 상황에서도 두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간인 인지 연결이 쉬우면 소비자의 제휴 제품

에 한 태도 한 호의 일 것이다.

한편,소비자 특성 변수로서는 소비자 지식이 이러한 지각된 합성이

확장 랜드에 미치는 효과를 조 해 주는 변수가 된다(Broniarczykand

Alba1994;MuthukrishnanandWeitz1991).카테고리 는 스키마는 소

비자의 이 경험 는 지식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므로(Fiske1982),소비

자 지식은 범주화 과정에 향을 미치고(Sujan1985),소비자들이 신제품

는 신제품을 이해하는 능력은 기존의 제품 카테고리에 한 지식에

의해 구조화되는데(Moreau,Lehmann,and Markman2001), 지식수

이 높은 소비자는 낮은 소비자에 비해 지식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

문에 상과 카테고리 간의 합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Ma2005).

문가와 심자는 지식수 에 따라 유사성을 다르게 인식하는데, 심자

는 표상 특징을 기 으로 상을 분류하는 반면, 문가는 심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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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근거해 상을 분류하기 때문이다(Medin, Goldstone, and

Gentner1993). 한 소비자 지식은 정보처리(informationprocessing)와

의사결정(decision-making)에 향을 주는데,우선 으로 제품 카테고리

노드와 연결된 제품에 한 정보를 계 으로(카테고리, 랜드,속성

순으로)정리하고 문가들은 정보를 얼마나 계 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CowleyandMitchell2003).반면,제품에 한 지식

이 부족한 소비자는 복잡한 계 인지 구조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확장 랜드를 범 한 제품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Ma2005).범주화 이론에 의하면,제품이 복잡하거나 소비자들이 제품

에 한 지식이 으면 범주화 과정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져 부정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GarbarinoandEdell1997). 문가는

기억 속에 카테고리 지식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정보와 카테고리 지식

간의 일치성에 민감하나 보자들은 낮은 수 의 카테고리 지식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제품의 기존 카테고리와의 일치성 여부를 단하기 어려워한다

(Sujan1985).제품에 한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유사성에 해 더 잘 구별할 수 있고(Muthukrishnanand

Weitz1991),사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에 해 빠르게 평가하여

효율 인 선택을 한다.사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의 내 단서

(intrinsiccue)를 근거로 제품을 평가 구매하는데 반해 사 지식이 낮

은 소비자는 가격과 랜드 등의 외 단서(extrinsiccue)를 근거로 제

품을 평가·구매한다(AlbaandHutchinson1987).

따라서 소비자들의 제휴 제품에 한 지식이 높을 경우에는 제휴 랜

드에서의 제품 카테고리 유사성, 랜드 개성 합성을 별개로 볼 수 있

다.특히 제휴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낮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기존

랜드의 제품과 제휴 트 와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차이를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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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두 랜드의 제휴 제품 간의 지각된 합성이

높을 경우에도 제품 합성에 의해 제휴 제품 태도를 쉽게 결정하지 못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 평가

에 미치는 단서가 될 것이다.

한편, 랜드 제휴에서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 특성 변수로서 제품 지식 외에 소비자 신성을 고려할 수 있다.

GoldsmithandFlynn(1992)은 신성이 높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에 비

해 고,잡지 등의 정보에 한 인지 욕구가 높다고 보고하 다.실질

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기술 는 제품을 수용할 때,기존의 것에 한

익숙함과 새로운 것에 한 낯선 느낌으로 인해 거부감이 일어나기 쉬운

데 신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운 기술을 능동 , 극 으로 수용하

려는 자세를 취한다(Rhee2009).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에

한 이해력이 높아 수용 ,개방 , 정 인 반면, 신성이 낮은 소비

자는 새로운 품에 한 지각된 험성이 높아 이에 한 항이 높다

(Rogers2003).GatignonandRobertson(1985)는 신성향이 높은 소비

자는 새로운 기술 는 신제품에 해 개방 태도를 취하는 반면, 신

성이 낮은 소비자는 소극 , 태도를 취한다고 하 고,Rhee(2009)

는 신성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랜드 확장에서 제품 범주의 유사성에

한 향을 게 받는다고 하 다.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인지욕구가 높은데(JosephandVyas1984),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은 정보처리에 있어서 정교화 가능성이 높다.

한, 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인지 험을 감수할 수용성이 높으며

복잡한 기술에 한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Rogers2003), 랜드 제휴에

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에 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은 제휴제품에 해서도 수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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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으리라 측할 수 있다.KlinkandSmith(2001)은 신성이 높

은 소비자는 합성과 부 인 계여서 합성이 낮은 확장 랜드를

선호한다고 하 고,Xie(2008)에서도 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모 랜드

와 카테고리 합성이 낮은 수평 확장을 수직 확장에 비해 더 선호한

다고 하 다.한편,Conger(1998)은 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이성 정보

처리를 따르기 보다는 감성 정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랜드 개성 합성이라는

감성 단서를 시하라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신성이 낮은 소비

자는 선택에 한 지각된 험성이 낮기 때문에 제휴 랜드의 제품 카

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은 상황일지라도 높이 지각된 험성으로 인해

(Rogers2003),제휴 단에 있어서 랜드 개성 합성을 고려할 것이라

가정하 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을 평가와 련해 제품 속성에 해 비교 탐

색하기 보다는 단순히 랜드명을 단서로 인지 노력과 비용을 이려

는 성향을 보인다(Hampton1988).본 연구에서는 신성이 낮은 사람들

은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을 구별하는 인지 능력이 낮고,소극 자

세를 취하기 때문에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유사성 차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제품 평가 시 랜드 개성 합성의 랜드 단서를 이용할

것으로 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제휴 랜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제휴 랜드 간 개

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소비자의 제휴제품

에 한 지식수 에 의해 조 될 것이다.제휴 제품 지식이 높은 경우에

는,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개성 합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그러나 제휴 제품 지식이 낮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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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에 상 없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는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해)더 클 것이다.

가설 4:제휴 랜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제휴 랜드 간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소비자의 제휴제

품에 한 신성 수 에 의해 조 될 것이다.제휴 제품 지식이 높은

경우에는,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개성 합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그러나 제휴 제품 지식이 낮

을 경우에는,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에 상 없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는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높을 때(낮을 때에 비해)더 클

것이다.

제 2 연구모형 수립

의 가설을 토 로 도출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그림3-2>와

같다.<그림 3-1>은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고,제품 카테고

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소비자 특성변수인 제품 지식과 신성이 조 하는지에 한 조

변수에 한 가설을 보여주었다.<그림3-2>는 제품 카테고리 간 유

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감정 가치 는 지각된 기능 가치에 의해 독립 /순차 으로

매개하는지에 한 매개 가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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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개념 연구모형 (조 모형)

<그림 3-2>개념 연구모형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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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연구 1

제 1 실험설계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주 랜드와 제휴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 유

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평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한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과 랜드 개

성 합성의 상 인 향력이 소비자 측성변수인 제품 지식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기 해서 제품 지식수 을 고· 로 나 어

실험을 실시하 다.한편,소비자가 각 각의 제휴 랜드 에 한 태도는

제휴 랜드에 향을 미칠 수 있다(SimoninandRuth1998).종속변수

에 향을 주는 외부 변수를 통제함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의 내 타당

성을 높여 다(Calder,Phillips,andTybout1981).그러므로 주 랜드

인 ‘애 (Apple)’랜드에 한 태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

1.설문지의 구성

사 조사를 통해 주 랜드와 제휴 랜드들을 선정하 다.1차 사

에서 학생 15명을 상으로 실제 하이테크 랜드 랜드 개성이

뚜렷한 랜드를 기술하고 그 랜드에 해 느끼는 개성을 자유롭게 기

술하도록 요구하 다.결과,8명이 Apple이 ‘흥미롭다’,‘사교 이다’,‘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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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등의 독특한 랜드 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험에 사용된

랜드로 ‘애 (Apple)’ 랜드를 선정하 다.‘애 (Apple)’ 랜드는 하

이테크 랜드의 표 랜드이며 다양한 랜드와 제휴 략을 꾀하

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랜드가 아닌 실제 랜드를 사용

하 는데,이는 본 연구의 변수인 두 랜드간의 개성 합성 수 이 소

비자의 랜드 경험을 통해서 지각되며 이는 연구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사 조사에서 피험자 15명을 상으로 ‘애 (Apple)’ 랜드와 제

휴 할 수 있는 제품 군 ‘애 (Apple)’ 랜드가 랜드 제휴를 할 때

제휴 가능한 제품군을 시계,텔 비 ,냉장고,자 거,자동차로 선정해

애 (Apple)의 기존 제품군과 가장 유사한 제품군과 가장 유사하지 않은

제품군을 선정하도록 하 다.1차 사 조사 결과 기존 제품군과 가장 유

사한 제품군으로 텔 비 (N=5)을,가장 유사하지 않은 제품군을 자동차

(N=8)로 선정하 다.서로 다른 제품 카테고리에 한 유사성 수 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텔 비 (M=4.9, S.D.=1.66)’과 ‘자동차(M=2.8,

S.D.=1.14)’로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합성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74,p<.05).

2.표본의 선정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방 학교에서 경 학 련 수업을 듣는 학

부생 21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이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와 ‘애 (Apple)’랜드에 해 인지하지 못하는 설문지 7부를 제외한

203명분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제



- 41 -

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제휴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이었다.종속변수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다.본 실험에서는 8개 실험 조건에 각 실험 조건마다 최소 20명

참가자가 할당되었다.변수별로 2개의 집단으로 나 어 총 8개의 실험설

계를 구성하 다.즉,2집단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낮음(자동차)/높음(텔 비 ))×2집단 (제휴 랜드의 랜드 개

성 합성 수 :낮음(필립스 는 볼보)/높음(소니 는 폭스바겐))×2

집단 (소비자의 지식수 :낮음/높음)등 총 8개의 실험집단을 가정하여

집단 간 설계를 완성하 다.‘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은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며,후에 제품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뉘어 처

치되었다.제휴 랜드인 두 랜드의 ‘기존 제품 간의 지각된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은 집단 간 요인으로 설계되었다.피험자들에게 네

가지 유형(애 -소니 스마트 텔 비 ,애 -필립스 스마트 텔 비 ,애

-볼보 스마트 자동차,애 -폭스바겐 스마트 자동차)의 설문지를 무선

으로 할당하여 질문지를 주어 한 랜드와 한 가지 제품 카테고리에

한 제휴 상황을 하게 하 으며,이후 제휴 제품에 한 태도를 평가하

다.이후 제품에 한 지식과 제휴 제품에 한 태도를 평가하 다.제

품에 한 지식수 을 값(median)을 기 으로 사후 분류하 다.

3.실험 차 변수의 조작

본 조사에서는 실험에 불성실하게 참가한 사람 7명을 제외한 203명의

학생을 각 실험집단에 무작 로 배분 할당하 다.실험에서는 먼 애

(Apple) 랜드를 보여 뒤,애 랜드와의 제휴 랜드를 각 실험

설계에 따라 함께 보여주었다.애 (Apple) 랜드와 제품 카테고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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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높은 제품으로 스마트 텔 비 을,유사성이 제품 카테고리간

의 유사성이 낮은 제품으로는 스마트 자동차를 선정하 다.스마트 텔

비 에서는 애 (Apple) 랜드와 개성 합성이 높은 랜드로 소니

(Sony) 랜드를 애 (Apple) 랜드와 개성 합성이 낮은 랜드로 필립

스(Phillips) 랜드를 각각 선정하 다.스마트 자동차에서는 애 (Apple)

랜드와 개성 합성이 높은 랜드로 폭스바겐(Volkswagen) 랜드를

개성 합성이 낮은 랜드로 볼로(Volvo) 랜드를 각각 선정하 다.그

리고 두 랜드가 제휴할 제품에 해 설명하 다.그리고 난 후,제휴

제품에 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하 다.마지막으로 제품에 한 피험

자들의 지식 수 을 측정하 다.조작 검을 해 ‘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군과 제휴 트 랜드의 기존 제품군의 지각된 유사성’과

‘애 (Apple) 랜드의 기존 랜드 개성과 트 랜드 개성의 일치성’

에 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 다.

4.변수의 측정

조작변수의 측정.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에 한 문항은 Aakerand

Keller(1990), Simonin and Ruth(1998)과 Bouten, Snelders, and

Hultink(2011)를 참고하여 문항을 측정하 다.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는 서로 일치(consistent)한다고 생

각한다.”,“두 랜드의 기존 제품은 서로 보완 (complementary)이라고

생각한다.”,“나는 두 랜드의 기존 제품들이 유사(similar)하다고 생각

한다.”의 세 문항을 이용하 으며 (1= 그 지 않다,4=보통이다.7=

매우 그 다)의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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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82로 나타났다.

두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에 한 문항은 ChenandChen(2000)

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 다.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나는 주

랜드인 애 (Apple)과 트 랜드의 랜드 개성이 잘 어울린다고 생

각한다.(Ithink [A Brand]and [B Brand]“brand personality” is

suitable(fittogether).”와 “나는 주 랜드 애 (Apple)과 트 랜드

의 개성이 각각 일치된다고 생각한다.(IthinkthePersonalityfeeling

representindividuallyfor“[A Brand]and[B Brand]”arematchto

eachother.)”이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

값은 .8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측정.

기능 가치는 Sheth,Newman,andGross(1991)의 연구를 참고하

다.질문은 다음과 같다.“ 의 제휴제품은 편리함을 제공한다.”와 “ 의

제휴 제품은 기능 인 면에서 성능이 좋다”이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

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79로 나타났다.

감정 가치는 SweeneyandSoutar(2001)의 연구를 참고하 다.질문

은 다음과 같다.“ 의 제휴제품은 즐거움을 다”와 “ 의 제휴제품은

정 느낌을 다”이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8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측정.

제휴 제품에 한 태도는 SimoninandRuth(1998)을 참고하여 “나는

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정 이다.”,나는 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호의 이다.”,“나는 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좋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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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4=보통이다.7=매우 그 다)로 측

정하 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90

으로 나타났다.

조 변수의 측정.

소비자의 제휴제품에 한 지식에 한 측정문항은 Alba and

Hutchinson(1987)을 참고하 다.“나는 의 제휴제품(스마트 TV 는

스마트 자동차)의 사용 겸험이 많다.”,“나는 의 제휴제품(스마트 TV

는 스마트 자동차)에 한 정보탐색을 많이 한다”,“주 사람이 의

제휴제품(스마트 TV 는 스마트 자동차)에 해 물어보면,제휴제품에

해 설명해 수 있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 다.신뢰도 분석결과,사

용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87로 나타났다.

제 2 실험결과

1.변수의 조작 정의에 한 검

제휴 랜드의 제품 간의 유사성 수 이 의도한 로 조작되었는지 분

석하 다.독립변수를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 /고),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개성 합성 수 ( /고),소비

자의 제휴제품에 한 지식 수 ( /고)로 하고 종속변수를 “두 랜드

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 세 문항의 평균값으로 하

여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결과,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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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유사성 수 의 주효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195)=18.49,p<.01).제휴 제품이 스마트 텔 비 일 때(M=4.07)제

휴 제품이 스마트 자동차(M=3.39)보다 ‘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

과의 유사성 수 이 높게 나타나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

성 수 에 한 조작은 성공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랜드와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의 조작여부를 확

인하기 해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 /고),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개성 합성 수 ( /고),소비자의 제휴제

품에 한 지식 수 ( /고)로 하고 종속변수를 “지각된 랜드 개성

합성”으로 하여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이 높은 조건(소니,폭스바겐)일 때(M=수 의 주효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95)=14.48,p<.01). 랜드 개성 합

성이 높은 제휴 시나리오를 받은 집단(M=3.70)이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은 제휴 시나리오를 받은 집단(M=3.11)보다 랜드 개성 합성에

해 더 높게 지각하 다.

2.연구가설의 검증 – 조 효과 검증 -

우선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변인을 평균 값(M(스마트 TV)=3.18,

M(스마트 자동차)=2.48)을 기 으로 기 값보다 낮은 집단을 ‘제휴 제품

에 한 지식이 낮은 집단’으로,기 값보다 높은 집단을 ‘제휴 제품에

한 지식이 높은 집단’으로 나 었다.두 제휴 랜드의 제품 간의 지각된

유사성 수 (낮음/높음),두 제휴 랜드의 지각된 개성 합성 수 (낮음/

높음),제휴 제품에 한 지식 수 (낮음/높음)에 따른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삼원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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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제휴 제품에 한 태도는 측정항목들에 한 평균값을 구해

단일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분석 결과,<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은 제휴 제품에 한 태도

(F(1,194)=13.59,p<.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휴

제품에 한 지식은 제휴제품에 한 태도(F(1,194)=.24,p>.25)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제휴 랜드의 제품 간 유사성

한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F(1,194)=.29,

p>.30).

가설 1에서는 주 랜드와 트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 유

사성 수 에 따라 두 랜드 간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차이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분석 결과,기

존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94)=6.05,

p<.05)(<그림4-1>).구체 으로,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 유

사성 수 이 높을 때는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높을 때(M=4.63)

와 낮을 때(M=4.45)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194)=.94,p>.33).그러나 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을 때는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M=4.18)보다 높

을 때(M=5.06)제휴제품에 한 태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F(1,194)=18.04,p<.01).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에 따라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삼원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F(1,194)=7.22,p<.01).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4-1>에,집단의 크기,평균 표 편차는 <표 4-2>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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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단순주효과 분석결과,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높을

경우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두 랜드의 개성 합성

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94)=11.18,p<.01).반면,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이 낮은

경우는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

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1,195)=.02,p>.89).이에 따라 단순 상호작용에 한 단순단순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높을 경우에는 제휴제품 태도에 한

랜드의 개성 합성에 따른 조 분석 결과는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

리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을 경우에만 제휴 제품 태도에 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94)=15.47,p<.01).두 랜드의 제품 카테

고리 간의 유사성이 낮을 경우에는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

(M=4.05)보다 높을 때(M=5.30)제휴 제품 태도에 더욱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는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을 때(M=4.40)와 낮을 때(M=4.69)의 제

휴제품에 한 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194)=.80,p>.37).반면,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이 낮은 경우에는,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에 상 없이 두 랜드의 개성 합성에 따라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을 때 피험자는 두 랜드 간의 낮은 개성 합성일 때

(M=4.30)보다 높은 개성 합성일 때(M=4.82)제휴 제품에 한 정

태도를 보 으며,이 차이는 유의하 다(F(1,194)=4.76,p<.05).제품 카테

고리 간의 유사성이 높을 때 한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M=4.19)

보다 높을 때(M=4.88)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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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F(1,194)=4.74,p<.05).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지식을 기 으로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과 두 랜드의 개성 합성 수 이 소비자의 제휴제품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그림으로 제시하 다(<그림4-2>와 <그림4-3>).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하이테크 랜드 제휴 시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두 랜드의 개성 합성은 소비자의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두 변수가 제

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

식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높을

경우에는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에 따라 두 랜드의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그러나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낮을 경우에는 두 랜드

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에 계없이 두 랜드의 개성 합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주요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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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제휴제품 태도에 한 공변량분석표

소스
제

III유형
제곱합

df MS F

지각된 애 (Apple) 랜드에 한 태도 2.21 1 2.21 2.27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29 1 .29 .30

제휴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 수 13.59 1 13.59 13.95**

제휴제품에 한 소비자지식 수 .24 1 .24 .25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 랜드 개성
합성

5.89 1 5.89 6.05*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제휴제품에 한
소비자 지식 .07 1 .07 .07

랜드 개성 합성 *제휴제품에 한
소비자 지식

.00 1 .00 .00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 랜드 개성
합성 *제휴제품에 한 소비자 지식

7.03 1 7.03 7.22**

오차 188.88 194 .97 F

합계 4514.11 203 MS 2.27

수정합계 219.96 202 2.21 .30

R제곱 =.141 (수정된 R제곱 =.105) 소스 df .29 13.95**

**p<.01,*p<.05

<표 4-2>제휴제품 태도에 한 실험집단별 평균,표 편차,크기

구분

제휴제품에 한 지식수

(낮음)

제휴제품에 한 지식수

(높음)

랜드 개성

합성 (낮음)

랜드 개성

합성 (높음)

랜드 개성

합성 (낮음)

랜드 개성

합성 (높음)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높음)

4.19(.59),n=24
4.88(1.22),

n=26
4.69(.91),n=29 4.40(.97),n=19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낮음)

4.30(1.05),

n=30
4.82(.78),n=32

4.05(1.24),

n=20

5.30(1.09),

n=23

( )값은 표 편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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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고)와 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 ·고)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그림 4-2>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낮은 경우,제휴 랜드

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고)와 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 ·고)

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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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수 이 높은 경우,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고)와 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

( ·고)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3.연구가설의 검증 – 매개효과 검증 -

본 연구는 제후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과 두 랜드 개

성 합성이 제휴 제품 태도에 미치는 계의 매개 변수를 알아보고자

매개된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독립변인과 조 변인의 상호작용의 발생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매개변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해 검증하

는 방법이 매개된 조 효과 방법이다(Muller,Judd,andYzerbyt2005).

지각된 감정 가치.회귀분석을 통해 지각된 감정 가치의 매개 효

과여부를 검증하 다.제휴 랜드의 두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두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태도에 미치

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F(1,195)=.39,p>.53).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그 로 두 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유사성이 높은 경우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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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합성-지각된 감정가치-제휴제품에 한 태도로 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반면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이 낮은 경우에서는 두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는 제휴의 두 랜드 간의 랜드 개성 합성

을 독립변수(X)로, 두 랜드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을 조 변수

(W)로,그리고 지각된 감정 가치(M1)를 매개변수로 하는 조 된 매개

효과 모델(moderatedmediationmodel)을 테스트하기 해 Hayes(2012)

에 의해 개발된 붓스트래핑 차(PROCESS,Model8)를 사용하 다.독

립변수인 두 랜드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과 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은 비 코드(contrastcodes)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높은

제품 카테고리 제휴=1,낮은 제품 카테고리 제휴=-1;높은 개성 합성

랜드 제휴=1,낮은 개성 합성 랜드 제휴=-1).지각된 쾌락 가치

에 한 첫 번째 회귀 모델에서 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

(X)(B=2.22,SE=.08,t(203)=2.51,p<.05)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고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W)(B=.15,SE=.08,t(203)=1.78,p>.08)과 둘 간의

상호작용(XW)(B=-.15,SE=.08,t(203)=-1.86,p>.07)이 지각된 감정 가

치(M1)를 설명하는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X),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W),상호작용(XW)와

함께 매개변수인 지각된 감정 가치(M1)를 설명변수로 하고,제휴 제품

에 한 태도(Y)를 종속변수로 한 세 번째 회귀 모델에서는 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의 주효과(B=.18,SE=.06,t(203)=3.04,p<.01)와

매개변수인 지각된 감정 가치의 효과(B=.45,SE=.05,t(203)=8.68,

p<.01)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상호작용 효과(B=-.08, SE=.06,

t(203)=-1.37,p>.17)와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B=-.08,SE=.06,

t(203)=-1.41,p>.10)은 유의하지 않았다.붓스트래핑 분석 결과,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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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가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지각된 감정 가치의

95% CI=[-.1559,-.0016]).조 변수인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의 조건부 간 효과를 살펴보면,낮은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에서만 지각된 감정 가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 으며(95% CI=[.0437,

.2784]),높은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95%

CI=[-.0931,.1079]).

지각된 기능 가치.지각된 기능 가치에 한 매개효과 분석도

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지각된 기능 가치(M)을 종속변

수로 하는 첫 번째 회귀모델에서는 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

(X)(B=.22,SE=.08,t(203)=2.78,p<.01)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고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W)(B=-.04,SE=.08,t(203)=-.50,p>,62),상호작용

효과(XW)(B=-.10,SE=.08,t(203)=-1.31,p>.19)는 유의하지 않았다.제

휴 제품에 한 태도(Y)를 종속변수로 하고,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X),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W),상호작용(XW),그리고 지각

된 기능 가치(M)을 설명변수로 하는 두 번째 회귀 모델에서는 두 제

휴 랜드 간의 랜드 개성 합성(X)(B=.15,SE=.06,t(203)=2.48,

p<.05)과 지각된 기능 가치(M)(B=.51,SE=.05,t(203)=10.10,p<.01)는

유의하 으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W)(B=.001, SE=.06,

t(203)=.02, p>.98), 상호작용효과(XW)(B=-.10, SE=.06, t(203)=-1.70,

p>.09)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붓스트래핑 분석의 결과,지각된 기능

가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95% CI=[-.1504,.0196]).

2단계 순차 매개모델의 검증.낮은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하에

서 지각된 감정 가치와 지각된 기능 가치의 매개효과 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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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Equation 1

Criterion: Emotional 

Value(M1)

Equation 2

Criterion: Functional 

Value(M2)

Equation 3

Criterion: Attitude 

Toward Alliance 

Product(Y)

B t p B t p B t p

Brand Personality 

Fit (X)
.32 2.67 .01 .16 1.46 .15 .22 2.63 .00

Emotional Value 

(M1)
.53 6.05 .00 .30 3.86 .00

Functional Value

(M2)
.29 3.90 .00

Effects Path
95% Confidence 

Interval

Total X → Y [.0607, .3658]

Indirect X → M1 →Y [.0220, .2144]

Indirect X → M1 → M2 →Y [.0118, .1529]

Indirect X → M2 →Y  [-.0034, .1508]

면 히 분석하기 해,이 두 매개 변수가 2단계에 거쳐서 순차 으로

매개(serialmediation)하는지를 검증하 다.Hayes(2012)에 의해 개발된

붓스트래핑 차인 PROCESS의 Model6<그림 3-2>을 사용하여 순차

매개모델을 테스트하 다.검증 결과,(1)지각된 감정 가치의 단일

매개효과(X→M1→Y),(3)지각된 감정 가치와 지각된 기능 가치에

의한 순차매개효과(X→M1→M2→Y)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2)지각된

기능 가치의 단일매개효과(X→M2→Y)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4-3>에 매개변수 혹은 제휴 제품에 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붓스트래핑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3>순차 (이 )매개 결과(SERIALMEDIATION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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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증연구 2

제 1 실험설계 자료의 수집

1.실험설계

연구 2와 연구 1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첫째,연구 2에서는 학생

을 상으로 실험을 한 연구 1의 한계를 보완하는 목 에서 30 까지 그

실험 상의 범 를 확장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다.

체 실험에 참가한 인원은 231명이었다. 한,‘애 ’랜드와 실험 조건

의 제휴 랜드(‘소니’,‘필립스’,‘볼보’,‘폭스바겐’)에 해 알고 있는 피

험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둘째,연구 2에서는 ‘애 (Apple)’ 랜드의 지각된 역량에 한 확신

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해서 ‘애

(Apple)’랜드의 지각된 역량에 한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애

(Apple)’의 지각된 역량으로 인한 향을 통제시켰다.그러나 다른 실험

자극 랜드와 제품은 연구 1과 모두 동일하게 했다.

마지막으로,연구 2에서는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소비자 신성

이라는 특성이 조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주 랜드인 ‘애 ’랜드와 제휴 랜드의 제휴

상황에 한 시나리오를 제작한 후,각 조건별로 피험자들에게 실험을

실시하 다.피험자들에게 ‘애 ’랜드의 제휴 평가에 한 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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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각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제휴 평가에

한 설문 문항에 답하도록 하 다.표본의 구성 조건에 해서는,스마

트 텔 비 제휴 조건을 한 피험자의 성비는 남성 59%,여성 41%이

며,스마트 자동차 제휴 조건을 한 피험자의 성비는 남성 67%,여성

33%로 나타났으며,제휴 평가에 한 성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변수의 측정

나머지 문항은 실증연구 1과 같으면 다음의 변수만이 연구 1과 다르

다.

공변량변수의 측정.

애 랜드 역량에 한 확신은 KlinkandAthaide(2010)을 참고하

으면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애 (Apple) 랜드는 만족할 만한 제품

을 제공할거라고 확신한다.”,“애 (Apple) 랜드는 제품에 한 기 을

충족해 거라고 확신한다.”이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측정 문항들

의 Cronbach’sα값은 .8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측정.

제휴 제품에 한 태도는 SimoninandRuth(1998)을 참고하여 “나는

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정 ( 는 부정 )이다.”,나는 의 제

휴 제품에 한 태도가 호의 ( 는 비호의 )이다.”,“나는 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좋다( 는 나쁘다).”를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90으로

나타났다.



- 57 -

조 변수의 측정.

소비자 신성에 한 측정문항은 GoldsmithandHofacker(1991)을 참

고하 다.“만약 내가 스마트자동차( 는 스마트TV)제품을 구매할 필요

성이 있으면 최 로 구매할 것이다.”,“만약 스마트자동차( 는 스마트

TV)제품이 근처 가게에서 구매가능하면 최신이기 때문에 구매할 의향

이 있다.”,“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스마트자동차( 는 스마트TV)제품

에 해 쇼핑을 하는 편이다.”,“만약 스마트자동차( 는 스마트TV)제

품에 해 들은 이 없더라도 구매를 고려할 것이다.”,“최신의 스마트

자동차( 는 TV)스마트제품에 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다.”,“일반

으로 최신 스마트자동차( 는 스마트TV)제품의 이름을 내 주변의 친

구들보다 잘 안다.”의 6문항으로 구성하 다.신뢰도 분석결과,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α값은 .89로 나타났다.

제 2 실험결과

1.변수의 조작 정의에 한 검

제휴 랜드의 제품 간의 유사성 수 이 의도한 로 조작되었는지 분

석하 다.독립변수를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 /고),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개성 합성 수 ( /고),소비

자의 신성 수 ( /고)로 하고 종속변수를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

리간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 세 문항의 평균값으로 하여 3원 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결과,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지각된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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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주효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222)=8.14,p<.01).

제휴 제품이 스마트 텔 비 일 때(M=4.26)제휴 제품이 스마트 자동차

(M=3.90)보다 ‘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의 유사성 수 이 높게

나타나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에 한 조작은 성

공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랜드와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의 조작여부를 확

인하기 해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 /고),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개성 합성 수 ( /고), 신성 수 ( /

고)로 하고 종속변수를 “지각된 랜드 개성 합성”으로 하여 3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의 주효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222)=11.49,p<.01). 랜드 개성 합

성이 높은 제휴 시나리오를 받은 집단(M=4.50)이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은 제휴 시나리오를 받은 집단(M=3.98)보다 랜드 개성 합성에

해 더 높게 지각하 다.

2.연구가설의 검증 – 조 효과 검증 -

우선 ‘소비자 신성’변인의 평균 값(M(스마트 TV)=4.15,M(스마트 자

동차)=3.62)를 기 으로 기 값보다 낮은 집단을 ‘신성이 낮은 집단’으

로,기 값보다 높은 집단을 ‘신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했다.두 제휴

랜드의 제품 간의 지각된 유사성 수 (낮음/높음),두 제휴 랜드의 지

각된 개성 합성 수 (낮음/높음), 신성 수 (낮음/높음)에 따른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랜드에 한 지각된 역량에

한 확신성을 공변량변수로 하여 삼원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인 제휴 제품에 한 태도는 측정항목들에 한 평균값을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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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분석 결과,<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은 제휴 제품에 한 태도

(F(1,221)=21.95,p<.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신성은 제휴제품에 한 태도(F(1,221)=6.63,p<.01)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휴 랜드의 제품 간 유사성 한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F(1,221)=.031,p>.39).

분석 결과,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

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221)=4.91,p<.05)(<그림5-1>).구체 으로,두 랜

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이 높을 때는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높을 때(M=5.07)와 낮을 때(M=4.78)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221)=2.97,p>.05).그러나 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을 때는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M=4.54)보다 높을 때(M=5.36)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F(1,221)=31.27,p<.01),가설 1은 지지되었다.

소비자 신성 수 에 따라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 4는 삼원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성이 검증되었다(F(1,221)=4.53,p<.05).

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한 변량분석결과는 <표 5-1>에,집

단의 크기,평균 표 편차는 <표 5-2>에 지시하 다.단순주효과 분

석결과,소비자 신성 수 이 높을 경우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

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게 나타났다(F(1,221)=12.53,p<.01).반면,소

비자 신성 수 이 낮은 경우는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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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221)=.18,p>67).이에 따라 단순 상호

작용에 한 단순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소비자 신성이 높을 경우에는 제휴제품 태도에 한 랜드의 개성

합성에 따른 조 분석 결과는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을 경우에만 제휴 제품 태도에 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F(1,221)=23.43,p<.01).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

사성이 낮을 경우에는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M=4.62)보다 높을

때(M=5.78)제휴 제품 태도에 더욱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는 랜드 개

성 합성이 높을 때(M=5.16)와 낮을 때(M=5.17)의 제휴제품에 한 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221)=.00,p>.96).반면,소비자 신성이 낮은

경우에는,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에 상 없이 두 랜

드의 개성 합성에 따라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을 때 피험자는 두

랜드 간의 낮은 개성 합성일 때(M=4.26)보다 높은 개성 합성일 때

(M=4.83)제휴 제품에 한 정 태도를 보 으며,이 차이는 유의하

다(F(1,221)=9.12,p<.01).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 높을 때 한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을 때(M=4.39)보다 높을 때(M=5.20)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쳤다(F(1,221)=6.07,p<.05).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소비자의 제휴제품에 한 신성을 기 으로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과 두 랜드의 개성 합성 수

이 소비자의 제휴제품 태도에 미치는 향을 그림으로 제시하 다(<그림

5-2와 그림5-3>).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연구 2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하 을 때에도

하이테크 랜드 제휴 시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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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개성 합성은 소비자의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소비자 신성이라는 특성변수가 의 상호작용 효

과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제휴제품 태도에 한 공변량분석표

소스
제

III유형제
곱합

df MS F

애 (Apple) 랜드 역량에 한 확신 34.38 1 34.38 43.56**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수 .031 1 .031 .39

랜드 개성 합성 수 17.22 1 17.22 21.95**

소비자 신성 5.20 1 5.20 6.63**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 랜드 개성 합성 3.85 1 3.85 4.91*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소비자 신성 .223 1 .223 .284

제휴 랜드 개성 합성 *소비자 신성 .289 1 .289 .369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 랜드 개성 합성
*소비자 신성

3.553 1 3.553 4.53*

오차 173.295 221 .78

합계 5918.78 230

수정합계 265.038 229

R제곱 =.131 (수정된 R제곱 =.10)

**p<.01,*p<.05

<표 5-2>제휴제품 태도에 한 실험집단별 평균,표 편차,크기

구분

소비자 신성 (낮음) 소비자 신성 (높음)

랜드 개성

합성 (낮음)

랜드 개성

합성 (높음)

랜드 개성

합성 (낮음)

랜드 개성

합성 (높음)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높음)

4.39(.81),n=25 5.20(1.16),n=27 5.17(.59),n=23 5.16(.75),n=34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낮음)

4.26(1.50),n=33 4.83(.81),n=22 4.62(.74),n=28 5.78(.90),n=38

( )값은 표 편차 값



- 62 -

<그림 5-1>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고)와 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 ·고)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그림 5-2>소비자 신성이 낮은 경우,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고)와 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 ·고)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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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소비자 신성이 높은 경우,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고)와 제휴 랜드의 개성 합성( ·고)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제휴 제품에 한 태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 64 -

제 6장 결론 시사

제 1 연구결과 요약 논의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랜드 제휴에서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

리 간의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소비자의 하이테크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이러한 향이 지각된 가치에 의

해 매개되고 소비자 특성변수인 제품 지식, 신성에 의해 조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연구 결과,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소

비자의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랜드의 개성 합성의 요성은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수 이 낮을 때 더욱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활발한 랜드 제휴(Ahn,Kim,andForney2009)에서

랜드 개성 합성의 요함을 확인시켜 주었다.한편,본 연구 결과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랜드 확장에서의 카테고리 간 유사성을

시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 에서 차이가 있다. 랜드 확장에 한

기존 논문은 범주화 이론에 을 두어 제품 카테고리간의 합성을 강

조하 다(Kim,Han,andPark2001).특히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

의 지각된 합성이 확장성공에 요하다고 하 다(AakerkandKeller

1990;Diamantopoulos,SmithandGrime2005).BhatandReddy(2001)

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간 유사성이 높을수록,소비자들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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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서 모 랜드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 다.

한,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감정 가치와 기능 가치에 의해 매개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 으로는 두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 낮을 때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

는 정 효과는 지각된 감정 가치에 의해 독립 으로 매개되었지만,

지각된 기능 가치에 의해 독립 으로 매개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는 기존 연구(MunroandDitto1997;Zuwerink andDevine

1996)의 주장을 뒷받침 해 다. 연구에서는 감정을 통해 유발된 행

동은 인지 과정 없이 단독으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한편,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정 가치는 기능 가치에 의해 제

휴 제품에 한 정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

존 연구에서 한 지각된 랜드 개성이 지각된 랜드에 한 품질과

연 됨(Diamantopoulos,SmithandGrime2005)을 확인시켜 주었다.

의 결과는 정서 주입모델 는 정서 정보모델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

타났는데,Forgas(1995)가 제안한 정서 주입모델에 따르면 정서 성격을

가진 정보가 태도나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특히,소비자에게

높은 수 의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평가 과정에 감정의 주입 역

할이 요하지만,낮은 수 의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감정이 평

가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 다.이는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을 때 랜드 개성 합성이 왜 요한지에

한 심리 기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높은 정보처리 수 (constructiveprocessing)이 요구되

기 때문에 감정 가치를 유발하는 랜드 개성 합성의 요성이 높아

진다고 상할 수 있다.나아가,본 연구 결과를 통해 랜드 개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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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감정 반응을 유발시킴으로써 인지 반응 는 궁극 으로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제휴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합성과 같은 단서에 한 근 가능성과 진단

성이 소비자 특성 는 상황(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 등)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으로 단된다.제휴 제품에 한 지식과 신성이 높은 집단은

제휴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 높을 때는 랜드 개

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소멸되었지만,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 낮을 때는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정 효과가 유의하 다.특이한 은,제휴 제품에

한 지식과 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은 랜드

에 해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제휴제품에

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결과에 한 해석은

한 불일치에 한 소비자의 선호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 는 랜드에 한 네트워크 모양의 인식 구조를 스키마

라고 한다.스키마는 외부의 객 상을 체 으로 기억 속에서 재

생한 형태로 소비자는 스키마를 이용하여 상 는 상을 해석한다.스

키마 이론에 의하면,스키마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스키마에 따라 의

사결정을 하고,제품과 제품 카테고리 스키마 사이의 일치성은 정보처리

와 단에 향을 미친다(CohenandBasu1987;Fiske1982;Peracchio

andMeyers-Levy1997).그러나 자극과 스키마 간의 불일치가 증가하면

정보처리 과정에서 불일치를 해결하기 해 환기와 인지 노력이 요구

되어 자극에 한 평가가 정 일 수 있다고 하 다(Mandler1982).

기존 연구들은 제품과 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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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ly)낮으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제품에 해 호의 으로 평가한

다고 하 는데(Meyers-LevyandTybout1989;Sujan1985),이러한 이

유는 히 불일치한 조건에서 소비자는 정보처리에 한 정교화 수

이 높아져 인지 노력을 하고 이로 인해 상에 한 선호도가 올라가

기 때문이다.정보처리에 인지 노력을 많이 할수록 소비자들은 상에

한 기억,회상이 쉬워져 이에 한 선호도가 증가한다(Petty and

Cacioppo1986).Mandler(1982)는 히 불일치하면 상에 해 흥미

를 갖게 되어 정 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는데 히

불일치 된 자극은 소비자에게 처리 해결에 한 만족감을 주어 오히려

정 인 감정을 유발시킨다(GarbarinoandEdell1997).이는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와 선형 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 Walchili(2007)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Lane(2000)은 랜드

확장에서 불일치성이 반드시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품 정보

에 한 가용성은 확장 랜드에 한 평가에 정 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는 불일치한 확장 랜드에 해 호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 는데(Xie2008),이러한 이유로 제품지식이나 신성이 높은 소비자

는 인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지 노력이 필요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은 제휴제품에 한 선호도가 높을 때에 비해 더 높게 나

타났으리라 측된다.PeracchioandMeyers-Levy(1997) 한,소비자들

이 제품 간의 합성보다 인지 자원이 필요한 자극물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 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은 랜드 확장에서는 히 불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선호도가 높았지만,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품과의

합성 정도가 히 낮을 때에도 높을 때에 비해 제휴 제품에 한 태

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인지 자원이 풍부한 소비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랜드 개성 합성으로 인해 제품 카테고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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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합성의 부정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Monga

andLau-Gesk2007).

한편,제품 카테고리가 유사성이 낮을 때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은

제휴 랜드에 한 태도가 높은 이유를 목표에 의해 유발된 범주화 이

론(Goal-DerivedTheory)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서로 다

른 제품 카테고리의 랜드가 같은 목표에 의해 유발된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redrik2003).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유사

성에 한 정교화는 회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Lane2000;Lauand

Phau 2007), 이러한 정교화 효과는 정보의 일치성(information

congruency)과 동기화 과정(motivationcongruency)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AlbaandHutchinson1987; Petty,CacioppoandSchumann

1983).그런데,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불일치로 인해 소비자의

정보 처리를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며(Lane 2000;Meyers-Levy and

Tybout1989),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른 종류의 공유된 정보의 유사성

에 을 맞추게 된다(Lau and Phau 2007).그런데 정교화 과정

(ElaborationofCongruency),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

onProcessingInformation)는 랜드 개성 합성을 유발하는 회상과

인식에 향을 주고(LauandPhau2007),목표에 유발된 범주화의 효과

는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의 유사 속성이 강조될 때 일어나며

(BroniarczykandAlba1994;Gronhaug,Hem,andLines2002), 랜드

개성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이 된다

(BhatandReddy1998;Keller1993).본 연구에서도 지식이 높은 사람

의 경우 랜드 제휴에서의 합성에 한 동기화 수 이 높은 상태에서

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이 낮을 때 유

사성이 강한 랜드 개성 합성에 더 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는



- 69 -

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은 제휴에

한 태도가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크게 나

타났으리라 추측된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기존의 제휴 랜드 간의 제품 합성, 랜드

개성 합성외의 제휴 제품에 한 지식과 신성의 소비자 특성 변수

를 추가함으로써 제휴 랜드 간의 제품 합성과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제휴 제품에 한 지

식과 신성이 조 함을 확인하 다. 신성의 경우 소비자 특성 때문으

로 인해 제품 카테고리 간 합성이 낮을 때가 높을 때 보다 제휴제품에

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KlinkandSmith(2001)은

랜드 확장에서 소비자 신성과 유사성, 합성과 부 인 계에 있다

고 하며,어얼리 어 터는 합성이 낮은 확장 랜드를 더 선호하며,

험 회피 소비자들은 높은 합성을 선호한다고 하 다.연구 결과,소비

자 신성은 하이테크 랜드 제휴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

지만,소비자 지식은 하이테크 랜드 제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소비자 신성이 IT 수

용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임을 밝힌 것과 같다(Hur,Yooand

Chung2012;RijnsoeverandCastald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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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시사

1.연구의 이론 시사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구는 랜드

제휴에서 요한 요인인 제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

과 랜드 개성 합성의 연결을 시도하 다는 것이다.그 결과 랜드

개성 합성의 요성이 제품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 다. 한,일반 랜드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랜드에서 한

제휴에 있어서 랜드 개성 합성이 여 히 요함을 확인하 다.특히,

주 효과와 련해서 두 랜드의 제품 수 에서의 합성이 제휴 제품

평가에 정 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두 랜드의 개성 합성이 제

휴 제품 평가에는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umgarth(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은데,Baumgarth(2004)는 제품의

합성은 제휴 제품 평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랜드 합

성은 제휴 제품 평가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본 연구에서는

랜드 합성과는 별개로 랜드 개성 합성이 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보다 제휴 제품 태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 다.이와 같은 결과는 LauandPhau(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

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LauandPhau(2007)는 지각 인 합성에 앞

서 정보 일치성,정보처리의 동기의 일치성, 랜드와 연 된 명성 지향

성이 제되어야 한다고 하 다. 한,이는 유사성에 기반을 둔 추론

(similarity-based inference)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데(Alba and

Hutchinson1987;LauandPhau2007), 히 불일치된 정보가 주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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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람들은 주제에 해 기존의 존재하는 지식으로부터 상을 추론해

내기 때문이다.이 경우 비록 제휴의 두 랜드의 제품 간 유사성이 불

일치할 경우 제품 카테고리의 합성에 의해 쉽게 제휴 제품에 한 호

의 태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랜드 개성 합성의 기반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휴 제품에 한 평가를 유추해 나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의 결과는 기존 AakerandKeller(1990)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

났다.AakerandKeller(1990)은 제품 간의 합성이 낮으면 기존 제품

과의 연상이 이되기 어렵기 때문에 확장 제품에 한 태도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 결과의 조 조건으로 만

약 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높으면 제품 간의 유사성이 낮더라도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호의 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러

한 이유로는 랜드 확장에서 제품 간의 합성은 기존 제품과 확장

랜드 제품간의 합성에 을 둔 반면, 랜드 제휴에서의 제품 카

테고리 간의 합성은 랜드와는 별개로 두 랜드의 기존 제품 의

합성 는 유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SimoninandRuth1998),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력이

어 들 수 있다고 측된다.

2.연구의 실무 시사

본 연구는 랜드 경 자에게 랜드 개성이 랜드 제휴가 랜드를

이용하는 요한 요소임을 각인시켜 주었다.특히,마 터는 제품 카테

고리 간의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 랜드 제휴 시 랜드 개성 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를 해 랜드 개성이 뚜렷한 랜드를 구축해야

하는데, 랜드 개성이 요한 이유는 랜드 개성이 소비자와 랜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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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치 소비자

와 랜드간의 계가 사회 상호작용과 인간의 계로 체 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이는 개인이 랜드를 이상 인 자기-개념

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Swaminathan,Stilley,and

Rohini2009). 랜드 개성은 소비자가 랜드를 직·간 으로 경험함으

로써 창출된다(ShankandLangmeyer1994).그러므로 기업은 소비자가

다양한 랜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랜드의 개성

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랜드 개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랜드 이름, 랜드 로고,색

깔,원산지 효과,가격,음악,패키지, 매 등이 존재한다(Aaker1997;

Keller1993).마 터는 랜드 개성의 지속 인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의 요인들을 통합 으로 리해야 할 것이다. 한,본 연구에서는 제

휴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보다는 랜드 개성 합성이

더 요한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이는 Norman(1993)이 주장한 마 에

서 이미지와 감성의 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Norman(1993)은 신

제품 개발에서 기능,사용성에서 이미지와 감성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감성 속성으로 부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제휴 랜드 제휴 논문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랜드 제휴에 응하는지에 한 연구가 요한데(Pak,Sung,and

Shocker1996),이에 한 방안을 제시한 에서 이론 의의가 있다.기

업은 랜드 제휴를 추구할 때,기존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사성,두

랜드 간의 개성 합성 외에 소비자의 제휴 제품에 한 지식수 과

신성의 소비자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됨이 연구 결과를 통

해 확인되었다.제품 지식과 신성의 소비자 특성변수에 따라 제휴

합성 변수들이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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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인하 다.본 논문에서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과 랜드 개성 합성에 따라 소비자가 어떻게 제휴 평가에 반응하는지

를 살펴본 결과,마 터의 성공 인 제휴를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우선,마 터는 랜드 제휴에 있어서 랜드 개성 합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특히,두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을 때

에는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성공에 요한 요인이 됨을 지각하여야

한다.이를 해 랜드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기 해 랜드 개성 구축

경 이 필요하다. 한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더라도 타겟 하는

소비자들이 제휴 제품에 한 지식이 낮을 경우에 한 제휴 랜드 간의

개성 합성이 제휴 제품에 한 태도에 결정 향을 미침을 확인하

여야 한다.특히,하이테크 제휴 랜드에서는 신제품을 극 으로 수

용하려는 신성향이 높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랜드 제휴 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반면, 신성향이 낮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제휴

를 할 경우에는 두 제휴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 보다는 랜

드 개성 합성을 으로 하여 랜드 제휴의 차별화 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신성은 하이테크 제휴제품에 한 태도에 직

인 향을 미쳤는데, 신 인 소비자는 랜드 확장에서 뿐만 아니라

랜드 제휴에 있어서도 성공의 원천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최

근 연구 결과(KlinkandAthaide2010)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데,소비자 신성과 신제품 수용의 신 태도와의 련성이 높음이 입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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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결과에 한 한계 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랜드 개성 합성을 ‘흥미로움,사교성’차원에

서의 합성에서만 살펴보았다.그러나 향후에는 랜드 개성의 다른 차

원( 를 들면,‘진실성,성실함’)에서의 합성 한 제품 카테고리간의 유

사성과 상호작용을 하여 제휴 제품 태도에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것

한 의미 있을 것이다. 랜드 개성 합성 수 이 아니라 랜드 이미지

와 컨셉을 기 으로 상징 이고 품 있는 이미지의 랜드와의 제휴가

기능 인 랜드 이미지의 랜드와의 제휴보다 제휴 제품에 한 태도

가 더 높다는 연구가 존재한다(Pruppers,Dawar,andHans2006).이러

한 이유는 상징 이고 고 스러운 랜드 컨셉을 가진 랜드와의 결합

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휴 제품과 기존 랜드의 제품 의 지각된 합

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Pruppers,Dawar,andHans2006).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특성의 랜드 개성 합성 한 주 랜드와 제휴 제

품 간의 지각된 유사성 수 에 따라 제휴 제품에 한 태도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랜드만을 상으로 략 제휴 트

유형이 소비자의 제휴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계만을 연구하

다.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랜드 외에 다양한 랜드를

상으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여 가설의 일반화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

다.향후 연구에서는 혼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계획된 실험 설계를

상세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본 연구는 랜드 제휴와 련성이 높은 소비자 특성으로 제휴

제품에 한 지식수 , 신성에 한 연구를 하 으나,그 외의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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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와 련성이 높은 소비자 특성변수에 한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도,인지 필요성(NeedforCognition),변화 필

요성(NeedforChange) 등 다양한 소비자 특성에 따른 랜드 제휴 연

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향후 연구에서는 랜드 개성 합성이 제휴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랜드의 지각된 랜드 개성에 다시 향을 주어 기존 랜드의

개성을 더 강화시켜 수 있는가에 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랜드 확장에서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랜드에 한 인식이 바 고,이

로 인해 기존 랜드 이미지가 희석될 험성이 있다(Gürhan-Canlin

andMaheswaran1998).모 랜드와 확장 랜드 사이의 지각된 합

성이 낮으면 기존 랜드를 희석시킬 수 있다(Park,Sung,andShocker

1996).그래서 제품 카테고리 간의 합성이 오히려 기존의 랜드 이미

지에 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진다.그러나 랜드 제휴에서는 제품 카

테고리간 합성보다는 제휴 랜드 간의 랜드 이미지 는 개성

합성이 높으면 기존 랜드 이미지나 개성의 희석효과의 험성이 낮

아져 주 랜드와 트 랜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간의 지각된 합성

이 제휴 평가에 미치는 향력에 비해 히 떨어졌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Diamantopoulos,Smith,andGrime(2005)의 경우, 랜드 확장에

서 조차 모 랜드와 확장 랜드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지각된 합성

에 상 없이 지각된 랜드의 개성은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 다.이

를 통해,향후 연구에서는 랜드 제휴에서도 주 랜드와 트 랜

드 간의 제품 카테고리 간의 지각된 합성이 주 랜드의 개성 강화에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 한 흥미로울 것이다.이 경우 랜드 확장

에서와는 다른 결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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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ter-enterprise competition becomes fierce and product life cycle 

gets shortened.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every day, strategic co-branding becomes an essential factor. Brand managers 

continue to expand their brand portfolios and look for way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failure in creating new products. Consumers use a brand 

schema to think about benefits, beliefs, and properties of expansion brand 

(Lau and Phau 2007). Co-branding is the strategy that is used a lot when 

introducing new products. Co-branding is a strategy that combines the 

reputation and competence of the existing two brands properly to mak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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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innovative(Knudsen 2007; Park, Sung, and Shocker 1996). 

Co-branding is a strategy that is used to innovate brand by the help of 

brand partners(Bouten, Snelders, and Hultink 2011).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co-branding, 

combination of two brands is important for successful co-branding. In 

co-branding, product-product fit and brand-brand fit are important factors to 

evaluate co-branding products(Bouten, Snelders and Hultink 2011; Park, 

Sung, and Shocker 1996; Simonin and Ruth 1998). In addition, Bouten, 

Snelders, and Hultink(2011) maintained that new product-existing product fit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product fit or brand image fit 

between the existing two brands. They added that the existing 

product-product fit and the existing brand-product fit should also be 

considered.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products, existing brands, and existing product categories(Bouten, Snelders 

and Hultink 2011). Moreover, we have only researches on the impact of the 

fit of individual differentiated variables on the independent co-branding 

attitude between brand image fit and product category fit, but there are no 

researches on which fit is more important for which context. Also, there is 

few research about the importance of brand personality fit in brand 

alliances(James, Madge, and Foreman 2006).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effect between product-category 

similarity between the existing product categories of two brands and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brands on the attitude toward high-tech alliance 

product. Additionally, this study looks at the moderating effect and 

mediating effect simultaneously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similarity and 

brand personality between product categories on the co-branding attitud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f consumer’s product knowled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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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ness moderate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roduct-category 

similarity and brand personality fit in co-branded partner brands has an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f the perceived emotional value and perceived 

functional value mediating the positiv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fit on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independently or serially when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between brands is low using bootstrapping tests.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was higher when having an alliance with the brands whose brand 

personality fit was high than when having an alliance with the brands 

whose brand personality fit was low. Second,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between co-branded product categories and the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brands had an interaction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high-tech 

co-branded products.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was 

significantly favorable when the brand personality fit was high than when 

the brand personality was low, if the level of similarity between product 

categories was low. If the level of similarity between product categories was 

hi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depending on high/low brand personality fit.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and boundary condition that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and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alliance 

brands had an impact on the attitude, by revealing that consumer 

characteristic variables, in other words, knowledge of products and 

innovativeness moderat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and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alliance brands has an 

impact on the attitude. Specifically, if the level of knowledge of products is 

high or innovation is high,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and the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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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has an impact on the attitude about co-branded products was still 

significant, but if the level of knowledge of products is low or if innovation 

is low,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and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brands has an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was not significant any longer. More 

specifically, brand personality fit had a positive (+)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regardless of the level of similarity between 

product categories. In addition, the grounds for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n why brand personality fit was important for co-branding by identifying 

that the perceived emotional value and perceived functional value are 

mediating the effect that the personality fit between two brands has an 

impact on the co-branding evaluation, independently (only perceived 

emotional value) or consecutively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emotional value → perceived functional value), if the level of similarity 

between two branded product categories is low. 

This study looks at the interactive effect between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between the existing product categories and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alliance brands on the attitude toward high-tech co-branded 

products. As a result, the lower the fit between the existing 

product-categories, the higher the importance of brand personality fit was. 

Therefore, it seems that brand personality f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co-branding or alliance and practically, it is an essential factor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having an alliance with the brands in other product 

categor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oducts by a compan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could find the causes why brand personality fit was important 

for brand alliance. It was found that brand personality fit had an impact on 

functional value via emotional value and formed a favorable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Additionally, brand personality fit was still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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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if consumer’s knowledge of products or innovativeness was low 

despite the high level of similarity between the existing products, by 

revealing that consumer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consumer’s 

knowledge of products and innovativeness are moderating the interaction 

effect that the product-category similarity between the existing products and 

the brand personality fit between two brands have an impact on the 

co-branded products.

Key words: Brand Alliance, Product-Category Similarity, Brand Personality 

Fit, Perceived Emotional Value, Perceived Functional Value, Knowledge of 

Product, Consumer Innovativeness, Attitude toward Co-branded Products

Student Number: 2007-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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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브랜드인 Apple(애플)은 자동차 브랜드인 Volco(볼보)와 차량용 엔터테인먼

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등 스마트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

마트 자동차란 차량 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오락, 정보 등 다양

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를 의미합니다. 스마트카란 자동차 내에서 스마트폰, 태

블릿 PC 등 스마트 제품을 손쉽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①----------②----------③----------④----------⑤----------⑥----------⑦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부정 보통이다 정 )

부록 :설문지

설문지A :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고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은 조건

※본 설문지는 ‘하이테크 랜드의 제휴’를 통한 신제품 출시 때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한 연구를 해 작성된 것입니다.당신이 신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

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주시고 다음의 고 문구를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폰 제조업체이자 하이테크 랜드인 Apple(애 )이 자동차 랜드인 Volvo

(볼보)와 제휴해 스마트자동차를 출시한 고문구입니다.아래 문구를 읽고 다음의 문항

에 답해주십시오.

1. 의 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에 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문항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나는 의 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가 좋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의 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에 해 정 이다.

3)나는 의 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에 해 호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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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보통이다 우호 )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4)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는 정 느낌을 다.

5)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는 즐거움을 다.

6)애 (Apple)볼보(volvo)스마트 자동차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7)애 (Apple)볼보(volvo) 스마트 자동차는 기능 인 면에서 성능이 좋은 것 같다.

2.스마트 자동차에 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스마트 자동차의 사용 겸험이 많다.

2)나는 스마트 자동차에 한 정보탐색을 많이 한다.

3)나는 주 사람이 스마트 자동차에 해 물어보면,설명해 수 있다.

3.스마트 자동차에 한 당신의 구매성향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만약 내가 스마트자동차 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 로 구매할 것이다.

2)만약 스마트자동차 제품이 근처 가게에서 구매 가능하면 최신이기 때문에 구매할 의

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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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3)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스마트 자동차 제품에 해 쇼핑을 하는 편이다.

4)만약 스마트 자동차 제품에 해 들은 이 없더라도 구매를 고려할 것이다.

5)나는 최신의 스마트 자동차 제품에 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다.

6)나는 일반 으로 최신 스마트 자동차 제품의 이름을 내 주변의 친구들보다 잘 안다.

4.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볼보(Volvo) 랜드의 기존 제품 간의 유사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는 서로 일치(consistent)한다고 생각한다.

2)두 랜드의 기존 제품은 서로 보완 (complementary)이라고 생각한다.

3)두 랜드의 기존 제품들이 유사(similar)하다고 생각한다.

.

5.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볼보(Volvo)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주 랜드인 애 (Apple)과 트 랜드인 볼보(Volvo)의 랜드 개성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2)나는 주 랜드 애 (Apple)과 트 랜드인 볼보(Volvo)의 랜드 개성이 각각

일치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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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브랜드인 Apple(애플)은 자동차 브랜드인 Volkswagen(폭스바겐)과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등 스마트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

습니다. 스마트 자동차란 차량 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오락, 정

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를 의미합니다. 스마트카란 자동차 내에서 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제품을 손쉽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

다.

 

①----------②----------③----------④----------⑤----------⑥----------⑦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부정 보통이다 정 )

설문지B: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낮고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은 조건

※본 설문지는 ‘하이테크 랜드의 제휴’를 통한 신제품 출시 때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한 연구를 해 작성된 것입니다.당신이 신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

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주시고 다음의 고 문구를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폰 제조업체이자 하이테크 랜드인 Apple(애 )이 자동차 랜드인

Volkswagen(폭스바겐)과 제휴해 스마트자동차를 출시한 고문구입니다.아래 문구를

읽고 다음의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1. 의 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에 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당신이 생각하는 문항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나는 의 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가 좋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의 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에 해 정 이다.

3)나는 의 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에 해 호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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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보통이다 우호 )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4)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는 정 느낌을 다.

5)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는 즐거움을 다.

6)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스마트 자동차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7)애 (Apple)폭스바겐(volkswagen) 스마트 자동차는 기능 인 면에서 성능이 좋은 것

같다.

2.스마트 자동차에 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스마트 자동차의 사용 겸험이 많다.

2)나는 스마트 자동차에 한 정보탐색을 많이 한다.

3)나는 주 사람이 스마트 자동차에 해 물어보면,설명해 수 있다.

3.스마트 자동차에 한 당신의 구매성향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만약 내가 스마트 자동차 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 로 구매할 것이다.

2)만약 스마트 자동차 제품이 근처 가게에서 구매 가능하면 최신이기 때문에 구매할 의

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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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3)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스마트 자동차 제품에 해 쇼핑을 하는 편이다.

4)만약 스마트 자동차 제품에 해 들은 이 없더라도 구매를 고려할 것이다.

5)나는 최신의 스마트 자동차 제품에 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다.

6)나는 일반 으로 최신 스마트 자동차 제품의 이름을 내 주변의 친구들보다 잘 안다.

4.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폭스바겐(volkswagen) 랜드의 기존 제품 간의 유

사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는 서로 일치(consistent)한다고 생각한다.

2)두 랜드의 기존 제품은 서로 보완 (complementary)이라고 생각한다.

3)두 랜드의 기존 제품들이 유사(similar)하다고 생각한다.

.

5.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폭스바겐(volkswagen)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

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주 랜드인 애 (Apple)과 트 랜드인 폭스바겐(Volkswagen)의 랜드

개성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2)나는 주 랜드 애 (Apple)과 트 랜드 폭스바겐(Volkswagen)의 랜드 개성

이 각각 일치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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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브랜드인 Apple(애플)은 전자제품 브랜드인 Philips(필립스)와 제휴하여 애플 

아이폰과 연동이 용이하고 애플의 쉽고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애

플-필립스 스마트 TV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마

트TV는 검색과 추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포털의 제약이 없이 인터넷으로부터 

콘텐츠를 구해 볼 수 있는 TV를 의미합니다.

 

①----------②----------③----------④----------⑤----------⑥----------⑦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부정 보통이다 정 )

설문지C: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고 랜드 개성 합성이 낮은 조건

※본 설문지는 ‘하이테크 랜드의 제휴’를 통한 신제품 출시 때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한 연구를 해 작성된 것입니다.당신이 신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

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주시고 다음의 고 문구를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폰 제조업체이자 하이테크 랜드인 Apple(애 )이 자제품 랜드인

Philips(필립스)와 제휴해 스마트TV를 출시한 고문구입니다.아래 문구를 읽고 다음의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1. 의 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에 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문항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나는 의 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가 좋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의 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에 해 정 이다.

3)나는 의 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에 해 호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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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보통이다 우호 )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4)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는 정 느낌을 다.

5)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는 즐거움을 다.

6)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7)애 (Apple)필립스(Philips)스마트 TV는 기능 인 면에서 성능이 좋은 것 같다.

2.스마트 TV에 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스마트 TV의 사용 겸험이 많다.

2)나는 스마트 TV에 한 정보탐색을 많이 한다.

3)나는 주 사람이 스마트 TV에 해 물어보면,설명해 수 있다.

3.스마트 TV에 한 당신의 구매성향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만약 내가 스마트 TV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 로 구매할 것이다.

2)만약 스마트 TV제품이 근처 가게에서 구매 가능하면 최신이기 때문에 구매할 의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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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3)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스마트 TV제품에 해 쇼핑을 하는 편이다.

4)만약 스마트 TV제품에 해 들은 이 없더라도 구매를 고려할 것이다.

5)나는 최신의 스마트 TV제품에 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다.

6)나는 일반 으로 최신 스마트 TV제품의 이름을 내 주변의 친구들보다 잘 안다.

4.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필립스(Philips) 랜드의 기존 제품 간의 유사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는 서로 일치(consistent)한다고 생각한다.

2)두 랜드의 기존 제품은 서로 보완 (complementary)이라고 생각한다.

3)두 랜드의 기존 제품들이 유사(similar)하다고 생각한다.

.

5.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필립스(Philips)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주 랜드인 애 (Apple)과 트 랜드인 필립스(Philips)의 랜드 개성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2)나는 주 랜드 애 (Apple)과 트 랜드인 필립스(Philips)의 랜드 개성이 각

각 일치된다고 생각한다.



하이테크 브랜드인 Apple(애플)은 전자제품 브랜드인 Sony(소니)와 제휴하여 애플 아

이폰과 연동이 용이하고 애플의 쉽고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애플

-필립스 스마트 TV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마트

TV는 검색과 추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포털의 제약이 없이 인터넷으로부터 

콘텐츠를 구해 볼 수 있는 TV를 의미합니다.

 

①----------②----------③----------④----------⑤----------⑥----------⑦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부정 보통이다 정 )

설문지D:제품 카테고리 간 유사성이 높고 랜드 개성 합성이 높은 조건

※본 설문지는 ‘하이테크 랜드의 제휴’를 통한 신제품 출시 때 제휴 제품에 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한 연구를 해 작성된 것입니다.당신이 신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

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주시고 다음의 고 문구를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폰 제조업체이자 하이테크 랜드인 Apple(애 )이 자제품 랜드인

Sony(소니)와 제휴해 스마트TV를 출시한 고문구입니다.아래 문구를 읽고 다음의 문

항에 답해주십시오.

1. 의 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에 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당신

이 생각하는 문항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나는 의 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가 좋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의 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에 해 정 이다.

3)나는 의 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에 해 호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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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보통이다 우호 )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4)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는 정 느낌을 다.

5)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는 즐거움을 다.

6)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7)애 (Apple)소니(Sony)스마트 TV는 기능 인 면에서 성능이 좋은 것 같다.

2.스마트 TV에 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스마트 TV의 사용 겸험이 많다.

2)나는 스마트 TV에 한 정보탐색을 많이 한다.

3)나는 주 사람이 스마트 TV에 해 물어보면,설명해 수 있다.

3.스마트 TV에 한 당신의 구매성향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만약 내가 스마트 TV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 로 구매할 것이다.

2)만약 스마트 TV제품이 근처 가게에서 구매 가능하면 최신이기 때문에 구매할 의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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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①----------②----------③----------④----------⑤----------⑥----------⑦

(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3)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스마트 TV제품에 해 쇼핑을 하는 편이다.

4)만약 스마트 TV제품에 해들은 이 없더라도 구매를 고려할 것이다.

5)나는 최신의 스마트 TV제품에 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다.

6)나는 일반 으로 최신 스마트 TV제품의 이름을 내 주변의 친구들보다 잘 안다.

4.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소니(Sony) 랜드의 기존 제품 간의 유사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두 랜드의 기존 제품 카테고리는 서로 일치(consistent)한다고 생각한다.

2)두 랜드의 기존 제품은 서로 보완 (complementary)이라고 생각한다.

3)두 랜드의 기존 제품들이 유사(similar)하다고 생각한다.

.

5.애 (Apple) 랜드의 기존 제품과 소니(Sony) 랜드의 랜드 개성 합성에 한

당신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1)나는 주 랜드인 애 (Apple)과 트 랜드인 소니(Sony)의 랜드 개성이 잘 어

울린다고 생각한다.

2)나는 주 랜드 애 (Apple)과 트 랜드인 소니(Sony)의 랜드 개성이 각각 일

치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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