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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과의 계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랜드 품질

이나 감성 품질에 한 연구는 그 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랜드 품질

과 감성 품질이 고객 만족과 추천 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탐색  시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임워크에 한 통합  근을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모델의 검증을 해 아모 퍼시픽에서 출시한 표 인 헤어 어 제품인 ‘려(呂)’

를 바탕으로 하여 243명의 실제 사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수집  분석하 다. 분석 방법은 랜

드 품질과 감성 품질이 고객 만족과 추천 의도에 미치는 향을 총체  에서 살펴보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연구 결과 랜드 품질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쳤으나, 감성 품질은 고객 만족에 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과는 다른 결과로서 고객 만족에 한 감성 품질의 

향에 해 다른 시각을 제공해 다. 그리고 고객 만족은 추천 의도와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별로 그룹을 나 어 비교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감성 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에 소비자가 선택

하는 요소에 해서 감성 인 요소도 요하지만 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품 매  서비스 제공과 련하여 통 인 품질 요소뿐만 아니라 랜드 품질

과 감성 품질을 포함시켜 통합 인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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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나름의 제약 조건 하에서 합리 인 의

사결정을 통해 효용을 극 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를 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

을 가지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한 감성(emotion)과 랜드

가(brand)가 요한 기 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통 명품이나 랜드 제품으로 평가 받

는 것들은 고객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품질에 한 신뢰를 제공하고 이는 고객의 재

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의 충성도에 크게 향을 미친다. 

더불어 김용희 외(2012)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이 느끼는 감성 인 결과가 소

비자의 만족과 행동에 향을 미침으로써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해 갖는 감성 품

질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랜드의 품질에 만족할 때 고객은 우

월감이나 만족감, 자신감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한경희․조재립,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벌 국가 경쟁력, 기술 경쟁력  각 국가의 산업, 제품에 

한 고유 품질 지수 등 여러 평가 지표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감성 품질에 한 계량

 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설정이다. 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경험한 후 느끼는 심

미성(aesthetics), 참신성, 유쾌한 느낌 등 감성  요인이 제품의 재구매나 추천 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슈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

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 인 지수 산출 모형 

개발을 통해 감성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유한주 외, 2012).

이러한 작업의 하나로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표 인 한방 어 

상품인 아모 퍼시픽의 ‘려(呂)’라는 제품을 상으로 랜드 품질과 감성 품질을 측정

하여 고객의 만족이 고객의 추천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

문에서 사용된 ‘려(呂)’라는 제품은 2011년 지식경제부가 주 하는 ‘2011년 세계 일류 

상품’에서 ‘차세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샴푸 시장에서 지속정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 이후 3년 연속 국내 샴푸 시장 유율 1 를 차지하여 업계에서 가장 

선도 인 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정희 , 2011). 이러한 특정 제품에 한 소

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생산자  소비자에게 감성 품질과 랜드 품질이 제품 

선택에 미치는 향에 한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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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본 연구는 유한주 외(2012)가 개발한 감성 품질 지수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 으며, Aaker(1991)가 만든 랜드 품질을 이용하여 제품의 랜드 품질을 측정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실제 ‘려(呂)’를 사용해 본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 고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엄격한 과학  검증을 실시하 다. 

과학  검증을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 변수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하기 

하여 측정 아이템들을 설정하 다. 한 이러한 잠재 변수들에 하여 각각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 데이터를 SmartPLS 2.0을 통해 별 

타당성 분석, 확인  요인 분석, 신뢰도와 모형의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별 유의성

을 검증하 다.

II. 이론  배경

1. 감성 품질

감성의 사  정의는 자극에 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감각  자극이나 인상

(印象)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성질을 나타낸다(다음 국어사 , 2012). 한 감성은 이성

과 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상을 오감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

간의 인식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네이버 국어사 , 2012). 감성공학에서는 감성을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물리 인 자극에 한 인간 내부의 고차원 인 심리 체

험으로 쾌 감, 고 감, 불쾌감 등 복합 인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학계의 

동향을 반 한 감성의 정의는 “외부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한 반응”으로 외부로부터

의 자극에 해 직 이고 순간 으로 발생되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 감

성은 외부의 물리 인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심리  

체험으로서의 복잡한 감정이다(노정림, 2011). 이러한 감성의 경험은 단순하게 외부 자

극에 한 반응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데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감성을 측정하기 한 척도로는 Mehrabian & Russel(1974)의 PAD(Pleasure-Arousal- 

Dominance), Izard(1977)의 DES(Difference Emotions Scale), Plutchik(1980)의 기본 정



24  經營論集, 第 47 卷 統合號

서(primary emotions), Watson, Clark & Tellegen(1988)의 PANAS(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Richins(1997)의 소비정서집합(CES: Consumption Emotion 

Set), 이학식․임지훈(2002)의 CREL(Consumption Related Emotion List)와 유한주 외

(2012)가 개발한 감성 품질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주 외(2012)의 감성 품질 

지수를 사용할 것이다. 

인간의 감성  특성은 주 이고 개인 이며, 직 이고 모호한 것이어서 정확하

게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불어 감성은 복합 이고 종합 인 느낌으로 명확하게 표

하기 어렵고 개인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Lee, 1998). 제품의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상황과 감정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을 고려한

다면 제품 사용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생리  측정 방법보다

는 심리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훈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  측정 방법 에서 사용자의 감성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간단한 방법 의 하나는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간

결하고 타당성이 높으며 혼자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형용사 체크

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유한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정상훈(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

존 문헌의 연구를 통해서 감성 어휘 집합을 작성하고 제품에 합한 감성 어휘를 추출

하 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등에 의한 감성 어휘는 제거하 으며 감성 품질 체계를 활

용해 감성 어휘를 분류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서는 감성 품질을 측정하 다.

2. 랜드 품질

랜드의 의미는 시  변화에 따라 변해왔다. 기원  6,000여 년 에는 단지 

랜드를 소유물 표시 수단으로서 나타내는 측면이 강했다. 1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상

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거래 수단으로 상품에 제조자를 표시해 조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 다. 18세기에는 랜드가 재산 표시의 수단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 했으

며, 산업 명 이후에는 량 생산, 량 매와 더불어 인 의미의 랜드가 통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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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랜드 

충성도

랜드 

연상
이미지

랜드 

인지

랜드 

애호도

지각된 

품질

지각된 

가치
효용

Shocker & Weitz
(1988)

◎ ◎ ◎

Aaker(1991, 1996) ◎ ◎ ◎ ◎ ◎

Strivastava & 
Shocker(1991)

◎ ◎ ◎ ◎ ◎ ◎

Keller(1993, 1998) ◎ ◎ ◎

Cobb-Walgren 
et al.(1995)

◎ ◎ ◎

안 희․김기훈

(1999)
◎ ◎ ◎ ◎

Yoo et al.(2000) ◎ ◎ ◎ ◎

Yoo & Donthu
(2001)

◎ ◎ ◎ ◎

<표 1> 랜드 품질의 구성 요소

랜드는 제품 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쟁자와 구별되는 ‘표

’ 는 ‘상징물’임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랜드

가 기업과 제품에 한 이미지 창출을 통해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이 게 랜드는 매우 요한 마  리 개념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성향에 한 이미지로서의 랜드, 랜드 개성, 랜드 자산(brand equity), 

랜드 가치(brand value)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 

랜드 품질의 경우 무형 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개

념과 구성 요소가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Shocker & Weitz(1988)는 랜드 품질의 구성 요소로 랜드 충성도와 랜드 연상, 

랜드 이미지를 사용하 으며, Aaker(1991)는 랜드 품질의 구성 요소로 랜드 연

상, 랜드 이미지, 랜드 인지, 랜드 애호도, 지각된 품질을 사용하 다. Keller 

(1998)는 랜드 품질의 구성 요소로서 랜드 연상과 랜드 이미지, 랜드 인지 등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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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랜드 구성 요소  랜드 자산 혹은 랜드 워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

는 Aaker(1991)의 모델을 바탕으로 유한주 외(2012)가 제안한 랜드 충성도, 지각된 

품질, 랜드 연상, 랜드 인지를 통하여 랜드 품질을 측정하 다.

3.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의 개념은 인지  상태, 평가, 정서  반응, 인지  단과 정서  반응의 

결합된 단 등으로 정의된다. 먼  고객 만족을 인지  상태로 보는 입장으로 Howard 

& Sheth(1969)는 고객이 치룬 가에 한 고객 단으로 정의한다. 즉, 고객이 희생한 

가에 하여 하게 는 부 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고객의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객의 평가로 보는 은 고객 만족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한 평가, 고객의 사  기 와 제품의 실제 성과 는 소비 경험에서 단되는 일치/불

일치 정도를 일련의 고객의 인지  과정에 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Czepiel & 

Rosenberg(1977)는 제공된 제품 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유발되는 욕

구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한 소비자의 주 인 평가로 정의한 바 있다. 한 

Hunt(1977)는 “소비 경험이 최소한 소비자가 기 했던 것만큼 훌륭했다고 명시 으로 

나타낸 평가”라고 하 다(박명호․조형지, 1999). 

마지막으로 정서  반응으로 보는 에서 고객 만족은 고객의 기  일치/불일치와 

같은 고객의 다양한 인지  처리 과정 후에 형성되는 정서  반응이다. Oliver(1980)는 

만족에 해서 “고객의 실제 경험과 기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게 되는 감정”이라고 하

다. 한 Tse & Wilton(1988)은 고객의 사  기 와 소비 후에 지각된 성과 간의 차

이에 한 고객의 반응이라 정의하 고, Babin & Griffin(1998)은 “불일치와 지각된 성

과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험에 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라고 정의하 다. 

한, 고객의 만족은 제품의 획득과 사용 후 그 제품과 련된 반 인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으로부터 생기는 선택 후 경험에 한 단이라고 할 수 있다

(Mowen & Minor, 1997). 만족은 제품 사용 후 경험에서 태도 변화에 요한 근거가 

되는 인과  매개자이며(Oliver, 1997), 구매 후 평가에 형성된 신념과 태도는 향후의 

구매 의도, 구  효과, 불평 행동에 직·간 인 향을 다(Zeelenberg & Pieters, 



김옥기․연지 ․안상형  27

선행연구 개  념

Hunt(1977)
소비 경험이 기 했던 것보다 좋았다고 명시 으로 나타낸 평가. 제품 사

용이나 소비와 련된 다양한 결과와 경험에 해 개인이 내리는 주

인 평가의 호의성

Oliver(1980)
불일치된 기 로 인한 감정이 구매 경험 이 의 사  감정과 복합 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총체 인 심리 상태

Oliver(1993) 제품 획득 는 소비 경험과 련된 일 성 있는 놀라움의 평가

Anderson et al.(1994)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제품과 서비스의 체 인 구매와 소비에 기 한 

반 인 평가

Johnson et al.(1995)
특정 기간 동안의 시장 기 와 성과 지각, 과거 만족에 의해 향을 받는 

된 구성 개념

Babin & Griffin(1998)
불일치와 지각된 성과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험에 한 평가의 결과에 따

라 발생하는 정서

자료: 최용 (2009)에서 재인용.

<표 2> 고객 만족의 개념

2004; 김용희 외, 2012). <표 2>는 고객 만족의 개념을 연구자별로 정리하 다.

반면에, 제품의 구매 후나 서비스 경험 후 기 에 못 미치는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때 불만족은 고객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떠나게 하고(Keaveney & Parthasarathy, 

2001; Zeelenberg & Pieters, 2004)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며, 한 다른 사람에게 그들

의 부정 인 경험과 감정을 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이다(Sánchez-García 

& Currás-Pérez, 2011). 그리고 Zeelenberg & Pieters(2004)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제

품과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후회와 실망감을 느끼면 불만족에 향을 미치고 그 불만

족이 고객의 부정 인 행동을 유인한다. 

4. 추천 의도

추천 의도 는 구 (word of mouth)이라고 하는 개념은 1954년 포춘(Fortune)지
에 소개된 H. 리엄(H. William)의 고  마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거집

단의 구성원들, 고객의 매원 등과 같은 둘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 간 

커뮤니 이션을 말한다. Childers & Rao(1992)의 연구에서 고객은 상업 고보다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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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이웃, 가족 등의 거집단의 인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더욱 신뢰하려는 경향

이 있으며, 고객은 특정한 소비 행 와 련하여 다른 소비자의 경험을 해 듣거나 그

러한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 다. 특별히 지각된 험이 많을수록 구

에 의한 정보 획득은 고객에게 정보의 원천으로 기여하게 된다. 즉, 고객은 어떠한 행

동 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래할 것인가를 상

하고 그 결과가 정 으로 될 수 있다는 기 를 통해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천 의도는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구 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구매 행동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 즉, 추천 의

도는 고객들이 자신의 구매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경희, 2009; 구태희․구양숙, 2010). 정리하면, 일반 으로 소비자는 특정 제품

이나 서비스에 한 이미지가 정 이면 구매를 고려하게 되고 제품의 가치가 높으면 

구매를 결정하게 되며, 제품의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재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하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려(呂)’라는 제품의 감성 품질과 랜드 품질

이 고객 만족과 추천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

하 다. 한, 이를 검증하기 해 변수의 조작  정의를 정리하고 측정 지표를 선정하

다. 

이와 더불어 고객 만족이 랜드 품질이나 감성 품질과 추천 의도 사이에 어떠한 매

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추가 으로 세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검증하여 세  간 

품질에 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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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설정

1) 랜드 품질과 고객 만족의 계

Bloemer & Kasper(1995)의 연구에서는 고객 만족과 랜드 품질의 계가 정  

계로 나타낸다고 하 다. 즉, 랜드 품질이 정 이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랜드 품질의 강화는 결과 으로 제품  서비스에 하여 소비자의 효용에 

한 정 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강화시켜 고객들의 만족과 선택에 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Abrams(1981)는 강력한 랜드 자산을 지닌 랜드의 특징은 소비자들로 하여  그 

랜드에 높은 충성도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 다. 더불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

은 단순히 제품의 혜택만을 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함께하는 기업의 가치, 즉 그 

상징  의미를 구매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문달주 · 허훈, 2008). 

따라서 랜드 품질은 고객 만족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랜드 품질을 강력하게 구축하게 되면 고객들은 랜드에 한 친 감과 선호를 

나타내게 되고 랜드를 재구매하거나 추천하는 의도를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강력한 

랜드 품질 강화 략은 경 인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나게 하는 핵심 인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Aaker(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유한주 외(2012)가 개발한 

네 가지 하  변인(충성도, 지각된 품질, 랜드 연상, 랜드 인지)을 심으로 한 랜

드 품질 모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브랜드 품질은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랜드 충성도는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지각된 랜드 품질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랜드 연상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랜드 인지는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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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 품질과 고객 만족의 계

만족에 련된 기 연구에서는 인지  요인에 따라 만족이 결정된다고 하 으나

(Oliver, 1980), 그 후 연구에서는 감성  요인이 만족에 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밝히

고 있다(Oliver, 1997). 감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 인 

감성이 만족에, 부정 인 감성은 불평이나 부정 인 구 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Westbrook, 1987; 김용희 외, 2012).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에 제품과 서비스 성과에 해 기 를 갖게 되고, 

제품 구매 후 실제 성과를 지각하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만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Oliver(1993)의 연구에서 지각된 성과로 발생한 감성이 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결합된 인지  감성 통합 모형을 제시하 다.  

한 정상훈(2007)과 유한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제시한 측정 모델을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이 감성 품질이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감성 품질은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심미성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유쾌성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신규성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우수성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고객 만족과 추천 의도 간의 계

고객 만족과 련한 Oliver(1980)의 연구에서는 고객이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한 후의 

구매 행동은 소비자가 자신이 얼마나 구매에 만족하는가에 따라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더불어 고객 만족은 구매 후 태도에 향을 미친다(Oliver & Swan, 1989; Bitner, 

1990).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구매 정보는 제품에 한 리 학습과 유사 경험을 

통한 정보 획득 활동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Nelson(1974)의 연구에서 정보와 소비자 행동 이론과 Urbany & Weilbaker(1987)의 

가설에 의하면 경험  유형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요한 요소는 인

 정보라고 하 으며, Murray(1991)의 연구 역시 앞선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즉,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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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족한 고객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추천하려는 자발성

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만족한 고객은 부정 인 구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Zeelenberg & Pieters, 2004; 김용희 외, 2012). Oliver(1989)는 고객 

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 인 구 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많이 한다고 

주장하 다. Verhoef et al.(2001) 역시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해당 서비

스 제공회사를 추천하는 행동이 증가한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비스와 제품에 한 만족이 해당 제공 기

업에게 정 인 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려고 할 것이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고객 만족은 추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모형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와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개념 인 연구 모

형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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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조작  정의 측정 항목 련 연구

충성도
특정 랜드에 한 반

인 소비자의 애호도

경쟁 제품이 비해 리미엄 가치 존재

다음 기회에 재구매할 의도

다른 고객에게 추천할 의도

다른 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의도

다른 제품보다 비싸도 사용할 의도

Aaker(1991),
Keller(2003),
Yoo et al.(2000),
유한주 외(2012)

지각된 

품질

특징 랜드의 반 인 

품질에 한 소비자의 주

 단

품질 수

동종 제품 에 선두 그룹에 속함

기능이 반 으로 우수

품질에 한 확신

일 된 품질에 한 기

품질에 한 신뢰

랜드 

연상

특정 랜드의 구체  속

성과 무 한 특징에 해

서 소비자가 호의 으로 

느끼는 정도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연상시키는 횟수

고객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도

가장 표 인 랜드라고 생각하는 정도

랜드 

인지

특정 랜드가 소비자에

게 기억되는 정도

려의 랜드 수

신성과 발 성

자주 들어본 정도

동종 제품보다 빠르게 생각나는 정도

심미성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면

서 제품의 외 이나 다양

한 시각 정보에 표출되는 

감성

쁜 정도

세련된 정도

매력 인 정도

고 스런 정도

멋있는 정도

깔끔한 정도

정상훈(2010),
유한주 외(2012)

유쾌성

특정한 제품에 해 고객

이 느끼는 유쾌한 감정에 

한 주 인 단

유쾌한 정도

감탄스런 정도

애정이 가는 정도

즐거운 정도

신규성

특정한 제품에 해 고객

이 느끼는 참신하고 새로

운 느낌에 한 주 인 

단

독특한 정도

갖고 싶은 정도

참신한 정도

<표 3> 고객 만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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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변수명 조작  정의 측정 항목 련 연구

우수성

특정한 제품에 해 고객

이 느끼는 우수한 감정에 

한 주 인 단

인상 인 정도

감각 인 정도

자랑스러운 정도

고객

만족

제품  서비스가 소비에 

한 만족 제공하 는가

에 한 단

품질 요인의 반  만족

일반 요인의 반  만족

만족한 경험 여부

만족 여부

LaTour & Peat
(1979),
Oliver(1997)

추천 

의도

제품에 한 소비 경험 

이후 주  사람들에게 서

비스나 제품에 하여 추

천해  의도

주  사람들에게 소개해  의도

정 으로 말할 의도

다음 제품 선택 시 우선 으로 고려할 의도

Zeithaml & 
Bitner(1996)

3) 연구 변수  측정 항목

본 연구를 해 사용된 변수와 측정 항목, 그리고 이를 한 선행 연구는 <표 3>과 

같다. 각 측정 항목은 ‘1=매우 그 지 않다’에서 ‘7=매우 그 다’로 리커트(Likert) 7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하기 해 최근 6개월 이내에 ‘려(呂)’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

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하여 표본을 선정하 다. 구체 으로 조사의 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과 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일반인이

었으며, 데이터 수집은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 가설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의 하나인 PLS(Partial Least Square) 경로 모형을 이용하 다. PLS는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에 해서 최 의 실증 평가를 동시에 도출할 수 있는 통계기법으로, 각 구성 개념

에 한 측정변수(Indicator)의 재치를 추정한 후, 구성 개념 간의 인과 계를 추정하

는 과정을 거친다(Fornell & Larck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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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에서 구조 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부호, 통계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결정계수 값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PLS는 측정 

모형에서 구성 개념에 한 측정변수의 재치를 높게 추정하는 반면, 구조 모형에서는 

구성 개념 간 경로계수를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사이의 문제는 가장 많은 선행 변수를 가진 종속변수의 독립변수 수보다 10배 정도의 

많은 표본 개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Chin, 1998).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243부로 계수 추정에 한 문제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되며,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서 부트스트랩 리샘 링

(bootstrap resampling) 차를 수행하 다. 부트스트랩 리샘 링은 일반 으로 250~500

회로 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2005)의 권장 수치인 1000회 이상을 

채용, 2000회로 수행하여 모형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해 PLS를 사용한 이유는 PLS가 공분산 행렬과 ML 

(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잠재 변수의 측정 오차 

간의 측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로계수의 측력을 극 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Howel & Higgins(1990)는 연구자가 이론 개발 기 단계에서 

모형의 합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잠재 변수들 간의 원인과 측 분석을 해서는 PLS

가 더 합하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 역시 감성 품질의 척도에 한 잠재 변수들 간

의 측 분석이 주목  에 하나이므로 해당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1. 조사의 표본

체 2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발견된 설문을 

제외한 243부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에 필요한 설문 목 에 한 상

(demand artifact)을 방지하기 해 사 에 설문의 목 과 의의에 해서는 설명하지 않았

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해 응답자가 직  기입하는 자기 기입(self-administered) 

방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 의 비율이 92명(37.9%)

으로 가장 높았으며, 30 와 40 가 각각 78명(32.1%), 58명(23.9%)으로 나타났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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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자

여자

121
122

49.8
50.2

연령

20  미만

20
30
40
50

60  이상

  4
 92
 78
 58
 10
  1

 1.6
37.9
32.1
23.9
 4.1
 0.4

직업

학생

공무원

회사원

문직

사무/기술직

교육자

자 업

주부

기타

 76
  5
 64
 27
 17
  9
 14
  9
 22

31.3
 2.1
26.3
11.1
 7.0
 3.7
 5.8
 3.7
 9.1

수입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

 74
 35
 60
 27
 15
 32

30.5
14.4
24.7
11.1
 6.2
13.2

학력

고교 졸업

학 재학

학 졸업

학원 재학

학원 졸업

 34
 56
 66
 56
 31

14.0
23.0
27.2
23.0
12.8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업 인 분류의 경우 학생이 76명(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회사원과 

문직이 각각 64명(26.3%), 27명(11.1%)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학 재학과 졸업

자가 56명(23%), 66명(27.2%)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재학과 졸업이 56명(23%), 31명

(12.8%)으로 나타나 체 으로 고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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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VE C.R R2 C.A Com. Red.

고객 만족

랜드 연상

랜드 인지

신규성

심미성

우수성

유쾌성

지각된 품질

추천의도

충성도

0.796
0.675
0.742
0.836
0.752
0.820
0.864
0.821
0.858
0.762

0.939
0.892
0.920
0.938
0.947
0.931
0.962
0.964
0.960
0.941

0.754
 
 
 
 
 
 
 

0.741
 

0.913
0.839
0.884
0.902
0.933
0.889
0.947
0.956
0.944
0.921

0.796
0.675
0.742
0.836
0.752
0.820
0.864
0.821
0.858
0.762

0.10
 
 
 
 
 
 
 

0.635
 

평균값 0.792 0.939 0.747 0.913 0.792 0.269

모형의 합도 0.351

주: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mposite Reliability, C.A: Cronbach’s Alpha, Com.: 
Communality, Red.: Redundancy

<표 5> 경로 모형의 체 합도(Overall Model Fit)

2. 측정 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연구 가설의 검증은 구성 개념에 한 측정 모형의 합도

를 검증한 후 신뢰도, 타당도에 문제가 없으면 인과 계를 가지는 가설의 집합체인 구

조 모형을 검증하는 차를 갖는다. 

구조 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

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결정계수 값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앞서 설명한 부트스트랩 샘 링을 사용하 다. 연구 모형의 

합성을 악하기 해 집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 개념에 한 두 개 이상의 측정 도구

가 상 계를 갖는 정도에 한 것으로 성분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단한다. CR은 0.7 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값은 기 치 0.7을 

모두 상회하 고, AVE값 역시 기 치 0.5 이상을 넘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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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BA BC NW BE EX PL PQ RI LY

CS 0.79 0.69 0.73 0.71 0.68 0.72 0.71 0.82 0.86 0.74

BA 0.48 0.67 0.85 0.71 0.67 0.73 0.74 0.74 0.70 0.67

BC 0.53 0.72 0.74 0.68 0.69 0.70 0.69 0.79 0.70 0.66

NW 0.50 0.50 0.47 0.83 0.76 0.79 0.81 0.69 0.71 0.63

BE 0.46 0.45 0.48 0.58 0.75 0.75 0.73 0.64 0.65 0.56

EX 0.52 0.54 0.49 0.62 0.56 0.82 0.76 0.69 0.73 0.63

PL 0.50 0.55 0.48 0.65 0.54 0.59 0.86 0.66 0.73 0.64

PQ 0.67 0.55 0.62 0.47 0.42 0.47 0.44 0.82 0.76 0.77

RI 0.47 0.49 0.49 0.51 0.42 0.54 0.54 0.59 0.85 0.75

LY 0.55 0.45 0.43 0.39 0.32 0.40 0.41 0.59 0.56 0.73

주: 1) CS: 고객 만족, BA: 랜드 연상, BC: 랜드 인지, NW: 신규성, BE: 심미성, EX: 우수성, 
PL: 유쾌성, PQ: 지각된 품질, RI: 추천의도, LY: 충성도

   2) 각선에 있는 수치는 각 연구 개념들의 AVE, 상 는 상 계수, 하 는 상 계수의 제곱 값

을 나타냄

<표 6> 변수 간의 상 계 분석

되었다(Chin, 2004). 

구조 모형(structural or inner model)의 검정에서는 먼  구조 모형의 체 인 합

성을 평가한 후에 각 경로계수에 한 유의성을 평가하 다. PLS 구조 모형에 한 

합성은 구조 모형의 합도, 경로 모형의 합도, 그리고 구성 개념의 분산설명력(R2)에 

해 평가하게 된다. 각 평가의 지표들은 앞서 제시한 <표 5>에 나타나 있다. 

첫째, 구조 모형의 체 합도다. 구조 모형의 체 합도는 Stone-Geisser Q2 test 

통계량으로서 교차 검증된 복성(redundancy) 값이 있다. 이 지표는 구조 모형의 통계 

추정량으로서 구조 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며, 기 치는 복성 값이 모두 양수여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Chin, 2004). 본 연구에서 복성 값은 모두 양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조 모형의 체 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LS의 경로 모형의 체 합도(goodness-of-fit)는 모든 내생변수의 분산설명

력(R2) 값의 평균과 공통성의 평균값을 곱한 뒤에 이를 다시 제곱근해서 산출한다. 이 

합도의 크기는 최소 0.1 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PLS 경로 모형의 체 합도 

지수는 0.351을 나타내고 있어 경로 모형의 합도는 유의한 수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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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명칭 경로계수 표 오차 T-Value 채택

LY → CS
PQ → CS
BA → CS
BC → CS

-0.198
-0.488
-0.126
-0.084

0.097
0.121
0.116
0.138

 2.036
 3.969
 1.275
 0.414

O
O
X
X

BE → CS
PL → CS
NW → CS
EX → CS
CS → RI

-0.174
-0.022
-0.097
-0.243
-0.864

0.110
0.116
0.138
0.127
0.029

 1.543
 0.106
 0.595
 1.974
29.400

X
X
X
O
O

주: CS: 고객 만족, BA: 랜드 연상, BC: 랜드 인지, NW: 신규성, BE: 심미성, EX: 우수성, PL: 
유쾌성, PQ: 지각된 품질, RI: 추천 의도, LY: 충성도

<표 7> 체 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마지막으로, 각 구성 개념의 분산설명력(R2)은 랜드 품질이 체 모델의 75%, 추천 

의도는 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

성 개념이 분산에 한 설명력이 Falk & Miller(1992)가 제시한 임계치인 10%를 상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 개념의 설명력에 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Fornell & Lacker(1981)에 따르면 각 요인의 추출된 평균분산(AVE)의 제곱근

이 해당 요인과 다른 요인 간의 상 계수보다 크면, PLS 측정 모형의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6>의 결과에서 보듯이 AVE의 

값이 상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므로 모든 구성 개념들 간의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모든 개념들의 어떠한 상 계수의 값도 기 치 0.86을 과하지 

않으므로 구성 개념들 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으므로 구성 개

념들은 반 으로 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가설의 검증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PLS 구조 모형은 합성을 평가하기 한 기 을 충족시

키고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각 계수에 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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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구체 인 연구 가설에 한 검정을 수행하 다. 

검정 결과는 <표 7>로 각 연구 가설에 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랜드

의 충성도가 고객 만족으로 가는 가설 1-1은 경로계수가 0.198로 추정되었고, t값은 

2.036으로서 유의 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이 랜드에 한 충성도를 갖게 

되면 고객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 1-2에서는 지각된 품질이 고객 만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0.488로 추정되었고, 

t값은 3.969로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나 해당 가

설이 채택되었다. ‘려(呂)’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려에 해서 가장 크게 만족하는 요소

로서 지각된 품질을 생각하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가설 1-3, 1-4는 각 경로계수가 -0.126, -0.084이고, t값이 각각 1.275, 0.414

로 기각되었다. 이는 랜드 품질  랜드 연상과 랜드 인지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려(呂)’가 업계 1 임에도 불구하고 샴푸라는 랜드에서 

특별하게 연상되거나 인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려(呂)’라

는 제품이 샴푸라는 카테고리에서 특별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마 으로 더 노력해

야 할 부분이다. 

가설 2-1(β=0.174, t=1.543), 2-2(β=-0.022, t=0.106), 2-3(β=0.097, t=0.595)은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2-4에서는 우수성이 고객 만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0.243으로 추정

되었고, t값은 1.974로서 유의 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나 

해당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랜드 품질의 지각된 품질과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소비

자는 ‘려(呂)’에 해서 감성 인 부분보다는 품질 인 요소에 더 큰 메리트를 느끼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인 고객 만족이 추천 의도에 미치는 향은 경로계수가 0.864, t값

이 2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랜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상품을 지속 으로 사

용하게 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지속 인 사용을 추천하게 하는 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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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0  미만 그룹 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경로 명칭 경로계수 표 오차 T-Value 채택

LY → CS
PQ → CS
BA → CS
BC → CS

-0.212
-0.366
-0.054
-0.016

0.078
0.110
0.092
0.127

 2.613
 3.357
 0.584
 0.001

O
O
X
X

BE → CS
PL → CS

NW → CS
EX → CS
CS → RI

-0.197
-0.033
-0.072
-0.192
-0.834

0.112
0.096
0.125
0.115
0.033

 1.775
 0.462
 0.482
 1.648
25.143

X
X
X
X
O

주: CS: 고객 만족, BA: 랜드 연상, BC: 랜드 인지, NW: 신규성, BE: 심미성, EX: 우수성, PL: 
유쾌성, PQ: 지각된 품질, RI: 추천 의도, LY: 충성도

4. 추가 연구

추가 연구로서 세 별 차이를 통해 ‘려(呂)’에 한 만족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30  이 과 이후를 그룹으로 나 어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 에 있는가를 검증했다. 이들 구조식의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는 Chin et al.(1996)

이 제시한 다음 공식을 이용하 다. 

  

  
  

×
  

  
×

 ×




×



  

여기서 pi는 i번째 경로계수, ni는 i번째 표본 크기, SEi는 i번째 경로계수 표 오차, tij

의 자유도는 ni + n2 - 2이다. 

의 공식을 계산하기 하여 30  이상 그룹과 30  미만 그룹에 한 구조 모형 

분석의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30  미만 그룹과 체 모형 그룹에서는 우수성만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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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0  이상 그룹 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경로 명칭 경로계수 표 오차 T-Value 채택

LY → CS
PQ → CS
BA → CS
BC → CS

-0.209
-0.434
-0.077
-0.096

0.099
0.122
0.139
0.127

 2.098
 3.562
 0.659
 0.810

O
O
X
X

BE → CS
PL → CS
NW → CS
EX → CS
CS → RI

-0.038
-0.188
-0.049
-0.032
-0.878

0.095
0.121
0.120
0.087
0.024

 0.250
 1.701
 0.412
 0.373
36.533

X
X
X
X
O

주: CS: 고객 만족, BA: 랜드 연상, BC: 랜드 인지, NW: 신규성, BE: 심미성, EX: 우수성, PL: 
유쾌성, PQ: 지각된 품질, RI: 추천 의도, LY: 충성도

<표 10> 경로계수 비교

경로 명칭
경로계수

T-Value 차이
30  미만 30  이상

LY → CS
PQ → CS
CS → RI

0.212
0.366
0.834

0.209
0.434
0.878

0.257
  -4.371***
  -10.62***

X
O
O

주: CS: 고객 만족, BA: 랜드 연상, BC: 랜드 인지, NW: 신규성, BE: 심미성, EX: 우수성, PL: 
유쾌성, PQ: 지각된 품질, RI: 추천 의도, LY: 충성도, 계수 차의 t값, *** p<0.001

가설에 한 채택 결과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비교는 공통 으로 채택된 부분만 비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랜

드의 충성도에서 고객 만족으로 가는 계수와 랜드의 지각된 품질에서 고객 만족으로 

가는 계수, 고객 만족에서 추천 의도로 가는 세 채택된 가설의 계수를 앞서 언 한 

Chin et al.(1996)의 계산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30  미만 그룹과 30  이상 그룹

에 한 경로의 비교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결과는 고객의 충성도에서 고객 만족으로 가는 계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각된 품질에서 고객 만족으로 가는 것은 30  이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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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  이상의 소비자가 ‘려(呂)’를 사용함에 있어 지각된 품질을 더 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 더불어 고객의 만족에서 추천 의도로 가는 경로계수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 사용에 만족을 느끼면 30  이상보다 다른 사용

자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1. 연구 결과의 의의

본 연구는 국내의 표 인 샴푸 랜드인 ‘려(呂)’를 바탕으로 하여 충성도, 지각된 

품질, 랜드 연상, 랜드 인지를 하  변인으로 하는 Aaker(1991)의 랜드 품질과 

심미성, 유쾌성, 신규성, 우수성을 하  변인으로 하는 감성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 추

천 의도 간의 계를 구조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랜드에 한 충성도와, 지각된 품질, 제품의 우수성은 고객 

만족에 정(+)의 향을 나타내고, 고객 만족 한 추천 의도에 강한 정(+)의 향을 나

타냈다. 한 흥미로운 것은 ‘려(呂)’의 감성 품질이 고객 만족에 강한 향을 나타낼 

것으로 상했으나 ‘려(呂)’ 자체에 한 심미성, 유쾌성 등이  연령  분석에서 낮게 

나타나 고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려(呂)’가 재 고

객의 감성에 효과 으로 소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되며 랜드를 고객의 

뇌리에 인지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해 랜드 담당자

는 보다 고객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래드 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한주 외(2012)의 선행 연구에서 A사의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감성 인 

품질이, S사의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랜드 품질  지각된 품질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려(呂)’라는 제품에 해서 의 시각을 효과

으로 나타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더불어 세  간의 차이 을 비교한 경로계수 비교에서 랜드에 한 충성도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품질에서는 30  이상이 품질에 해서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만족에 있어서도 3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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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은 서비스 경   품질 리에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 역에 

해서 실증  분석(exploratory testing)을 시도했다는 에서 학술 인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마  분야에서 감성은 정성  연구가 부분이었으나 감성 품질에 해서 정

량  분석을 했다는 데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 으로는 기존의 제품 품질이나 랜드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감성에 

해서 품질을 측정하고자 시도했다는 것과 제품의 선택 원인이나 환 의도에 한 단

를 제공해  수 있는 시도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 랜드 품질과 감성 품질

을 측정하여 기업에서 어떠한 마  략과 포지셔닝이 필요한지에 한 실마리를 제

공해 다는 에 있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업에서 고객이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해서 감성 품질에 

해 보다 연구와 측정을 활발히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감정에 한 비

칭 정보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

조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주요 한계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 표본이 서울 지역

과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지역  특성을 가질 수 있

다. 더불어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 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엔 무

리가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를 한 방향 제시로는 충분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

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표본을 수집하고 만족이 추천 의도로 가는 매개 효과를 검증

하면 보다 표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 한다. 

한, 설문지의 배포 경로 는 배포자에 따라 설문의 양과 응답의 정확성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응답의 성실성을 높이기 해서 사 에 설문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시행

하고, 좀 더 명확한 설문 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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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Emotion and Brand 
Qualit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1) Kim, Ok Gi**
 Yeon, Ji Young**

 Ahn, Sang Hyung***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so far, but despite its importance, research on brand or emotion 

quality has been seriously lacking.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effect of 

brand and emotion qualit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thus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towards a new research framework.

In verifying this research model, a survey was carried out on 243 actual users of 

‘Ryeo’, a major hair care product launched by Amore Pacific, and its results were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tilized in the verification process to 

examine the impact of brand and emotion qualit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from a general perspectiv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brand qua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emotion quality did not have any impact. This unexpected 

outcome offers a new angle on the effect of emotion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dditionally, custome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close relation with recom- 

mendation intention.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ondents in age 

groups demonstrated that the influence of emotion quality on satisfaction varied by 

*Head of Personal Image Branding Research Institute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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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This paper shows that in regards to products or services provided by companies, 

although emotional factors are important, brand image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in 

consumers’ choice.

The meaning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establishes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which includes not only the traditional quality factor in the provision of 

products and services, but also brand and emotion qualities.

Keywords: Brand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Emotion Quality, Recommendation 

Intention,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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