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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s and Relationships of Brand Attitude,
Brand Attachment, Brand Commitment,
Brand Trust and Brand Loyal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sults of a wide range of researches
and studies to deepen the knowledge about brand attitude, brand attachment, brand
commitment, brand trust, brand loyalty, and their relationships, which are crucia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brands and customers.
First, brand attitude is defined as a customer’s positive or negative mental reaction
to a specific brand. Second, brand attachment is portrayed as a customer’s “feeling of
love” toward a specific brand. Third, brand commitment can be described as a condition
where a customer shows strong willingness to maintain one’s “feeling of love” toward
a specific brand. Fourth, brand trust is simply to put a customer’s propensity or will
to trust a specific brand. Fifth, brand loyalty means a customer’s repeated purchases
and consumptions of a specific brand.
In addition to the first goal, this paper will make it possible for other brand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conduct similar researches with little errors by offering clear definition
of concepts for br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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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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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글
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강
화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을 경영활동에

마케팅 분야의 연구에서 마케팅의 개
념과 심리학 개념의 접목은 마케팅 이론
의 광범위한 확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그린
브랜드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브랜드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

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고객의 니즈를 충

실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소비자와 고

족시켜 만족, 감동을 제공하기 위한 원

객의 측면에서도 브랜드의 개념은 단순

인을 분석하는데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이론적 영

소비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역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

애플이나 할리 데이비슨과 같은 기업의

비자와 고객의 두뇌와 심리적인 분야까

성공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

지도 파악하여 자신들의 전략에 반영하

고 간주되는 제품의 품질보다 고객들이

여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브랜드에 열광하는 현상들을 자주 목격

되었다. 따라서 마케팅의 핵심 중에 한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 구매와

분야인 브랜드와 심리학 분야의 접목을

사용에 있어 반드시 소비자들이 합리적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브랜드와 고객의

이고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심리를 접목시켜 브랜드 분야의 석학인

수 있다. 지각된 품질이 소비자의 만족

Keller(1993, 2003)는 기업은 강력하고

과 재구매를 항상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Strong), 호감이 가며(Favorable), 독특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

(Unique) 연상이 되는 브랜드를 구축함

은 브랜드의 단점을 약화시키고 강점을

으로써 브랜드 자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더욱 크게 부각시켜 브랜드와 고객 간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자산을 구

관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충성도를 향

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충

상시킬 수 있다.

성도 높은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
음을 강조하였다.

그 동안 브랜드에 관한 국내외의 여
러 학자들의 선행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영국의 브랜드 컨설팅 기업인 인터브

되어 왔으며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

랜드와 미국의 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윅

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기타 연관학문과

은 공동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가

의 접목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과 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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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랜드 관련 개념의 고찰

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국․

1. 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

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브랜드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이 혼동되어 사용하

브랜드와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 호의

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적인 브랜드 태도와 습관적인 구매 행동

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브랜드의 연구와

은 브랜드 충성도를 결정한다는 결과를

발전에 혼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
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와
관련된 주요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해보
고 각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브랜드 관련 개념의 정
의 및 이론 중 브랜드 태도, 브랜드 애
착, 브랜드 몰입,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먼저 그동안
브랜드와 관련된 많은 이론적 연구가 진
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못
했던 일관성 있는 개념의 정리를 제공하
고자 한다. 둘째, 브랜드와 관련된 각 개

입증하였다(Day, 1969). 브랜드 태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
인 평가’로 정의되며 소비자들이 브랜드
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이나 선택의 기
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eller et al., 1998). 브랜드
태도의 강도는 의사결정의 중심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며, 경쟁상황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Haugtvedt

and Petty, 1992). 또한, 브랜드 태도는 비
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과 같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되어왔다(Howard, 1994). Baldinger

and Rubinsion(1996)은 브랜드 충성도는

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브랜드

브랜드 태도에 의존함을 밝혀내기도 하

관련 연구자들이 빚을 수 있는 혼동을

였다. Assael(1995)은 브랜드 태도를 ‘소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비자들이 일관성 있게 우호적 또는 비우

를 통하여 정확한 브랜드 개념 및 관계

호적으로 브랜드를 평가하는 경향’으로

를 제시하여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audhuri and

있으며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는데 노력

Arjun(1999)은 브랜드 태도를 브랜드 충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정확한 개념의 이

성도의 선행변수이면서 두 개념은 구별

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및 목표설

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정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브랜드 태도를 ‘호감도와 즐거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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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브랜드 태도에 관한 다양한 정의
구 분
Day(1969)
Assael(1995)
국외

Chaudhuri and Arjum
(1999)
Low and Lamb(2000)

이학식 외(1996)
국내
이두희(2002)

정 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
∘소비자들이 일관성 있게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브랜드를 평가하는 경향
∘브랜드 태도를 충성도의 선행변수로 간주
∘호감도와 즐거움으로 측정
∘개인이 느끼게 되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혹은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생각으로 특정 브랜드를 싫어
하거나 좋아하는 정도
∘한 대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찬성적 또는
비판적임을 의미
∘특정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감정에 관한 호감도

한 반면 브랜드 충성도는 몰입과 추천의

부정의 감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측정하였다. Low and Lamb(2000)

경향을 보인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은 브랜드 태도를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개인이 느끼게 되는 호의적이거나 비호

2. 브랜드 애착(Brand Attachment)

의적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에 관한 생각으로 특정 브랜드를 싫어하
거나 좋아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애착에 관한 정의는 먼저 심리
학에서의 애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브랜드 태도 연구에서는 브랜

심리학에서 애착은 사람과 특정 대상 사

드 태도가 ‘한 대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에 감정적으로 부여된 결속이다(Bowlby,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

1979). 마케팅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

적 느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찬성적

람들은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부여된 관

또는 비판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Belk,

하였다(이학식 외, 1996). 이두희(2002)

1988; Founier, 1998). 즉 감정적 브랜드

는 브랜드 태도를 ‘특정 브랜드에 대해

애착은 소비자와 특정 브랜드를 연결하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고 브랜드에 대한 감정을 포함하는 결속

감정에 관한 호감도’라고 언급하였다.

을 반영하는 것으로 애정과 열정, 연결을

이러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

포함하는 감정인 것이다(Thomson et al.,

합해 보면, 브랜드 태도의 정의는 개인

2005). 애착의 측정에 있어서 성인간의

이 특정 브랜드에 반응하는 긍정 또는

관계는 유아행동과는 달리 관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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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브랜드 애착에 관한 다양한 정의
구 분
Beatty et al.(1988)
Founier(1998)

∘사랑과 열정을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Affective Attachment)으로 설명
∘그리움(Missing), 안타까움(Separation Anxiety), 대체할 수
없는(Irreplaceable) 심정을 의미

Keller(2003)

∘긍정적인 태도 그 이상이며, 사랑의 감정 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유물에 대한 묘사

Thomson(2005)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강한 감정(Strong
Emotion)
∘애정(Affection), 열정(Passion), 연결(Connection)의 3개 차원
10개의 측정항목을 제시

Park et al.(2010)

∘자신과 브랜드가 굳게 연결된 정도
∘애착의 2가지 주요 요소로 ‘브랜드-자아 결합’과 ‘브랜드
현저성’을 제시

성영신 외(2004)

∘특정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성
∘‘관심’과 ‘사랑’의 2개 차원에서 14개 측정항목을 제시

김해룡 외(2005)

∘특정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과 사랑의 감정
∘브랜드 애착의 2가지 구성요인으로 ‘의존성’과 ‘사랑’을 제시

안광호 외(2008)

∘특정 브랜드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브랜드에 대한 사랑과 관심

국외

국내

정 의
∘행동적 충성도에 근접한 선행사건

판단하기 어렵다는 Cowell and Treboux

(Relationship perspective)에서 다루어지고

(1995)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성인간의

있다(Fournier, 1998; Robert, Varki, and

애착관계는 주로 인터뷰, Q-sort 방법론,

Brodie, 2003). 이러한 소비자와 브랜드의

질문지 방식 등을 통한 관계 구성원의

관계에서 브랜드 애착은 긍정적인 태도

지각에 의해 측정되고 있어 애착의 평가

그 이상이며, 사랑의 감정 또는 자신이

항목들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

가장 좋아하는 소유물에 대한 묘사의 개

고 있다(안광호 외, 2005). 세부적으로

념으로 설명되고 있다(Keller, 2003). 그

마케팅 분야에서의 애착 개념을 살펴보

리고 Thomson et al.(2005)은 브랜드 애

면 자동차나 집과 같은 소유대상에 대한

착을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타나는 강함 감정(strong emotion)’으로

(Ball and Tasaki, 1995; Belk, 1985; Kleine,

정의 하면서 애정(affection), 열정(passion),

Kleine, and Allen, 1995; Wallendorf and

연결(connection)의 3개 차원 10개 측정

Arnould, 1988). 최근에는 관계의 관점

항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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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애착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

Blackwell, 1982). 그 후 마케팅의 관점에

펴보면 성영신 등(2004)은 브랜드 애착을

서 브랜드에 개인이 더 몰입되면 될수록

‘특정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

제품 계층 내에서 유일한 선택으로써 브

대감을 형성하여 관계를 지속하려는 경

랜드를 더욱 확실히 하게 된다고 주장하

향성’으로 정의 하였고, 김해룡 외(2005)의

였다(Traylor, 1981). 이러한 개념을 사용

연구에서는 브랜드 애착에 대해 소비자

하여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개념 요소에

가 브랜드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정서적

집중하게 되었고 측정은 실제 구입보다

인 개념으로써 ‘특정 브랜드에 대한 심

는 ‘구입의도’와 ‘구입선호도’에 기초하

리적인 의존과 사랑의 감정’으로 개념을

게 되었다. 그리고 구매자-판매자 관계에

설명하고 브랜드 애착의 2가지 구성요

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서 ‘관계지속성

인으로 ‘의존성’과 ‘사랑’을 제시하였다.

에 대한 교환 당사자들의 명시적 혹은

한편 안광호 외(2008)는 ‘특정 브랜드가

묵시적 서약’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믿

다(Dwyer, Schurr, and Oh, 1987). 이 후

음, 브랜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Amine(1998)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몰입

브랜드 애착을 규정하였다.

을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하여 추구되는 장기의 종착점’으로 정의

브랜드 애착에 대한 정의를 <표 2>를

하였다. Chaudhuri and Holbrook(2001)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국․내

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소유를 통하여 경

외의 브랜드 애착관련 선행 연구들을 종

험하는 정서적 기쁨은 브랜드에 대한 강

합해 볼 때 브랜드 애착은 특정 브랜드

한 몰입을 유발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반

에 소비자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으로 정

복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

리할 수 있으며 그 정도 측면에서 좋아

다. 그리고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에 대한

함이나 호감을 훨씬 뛰어넘는 감정이라

태도적 헌신(Attitudinal Devotion)과 브

고 볼 수 있다.

랜드 구매 의도가 모두 존재할 경우 발
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Chadhuri and

3. 브랜드 몰입(Brand Commitment)

Holbrook, 2002). 여러 연구들에서 브랜
드 몰입은 ‘실제 구매행동을 하려는 의

브랜드 몰입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지’로 개념화 되는데 브랜드 애착과 관

그 개념을 브랜드 충성도와 동일시하기

련한 연구에서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유

도 하였으며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일

대감이 선행되어야 장기적 관계의지로

관성의 견지에서 정의하였다(Engel and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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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브랜드 몰입에 관한 다양한 정의
구 분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

Traylor(1981)

∘브랜드에 몰입될수록 제품 클래스 내에서 유일한 선택을
더욱 확실히 하도록 고정됨

Engel and Blackwell
(1982)

국외

국내

정 의

Kiesler(1971)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 일관성

Dwyer et al.(1987)

∘관계지속성에 대한 교환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서약

Beatty, Kahle, and
Homer(1988)

∘행동적인 충성도의 선행요인으로 간주

Moorman et al.(1992)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열망(Enduring
Desire)

Mogan and Hunt(1994)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
∘관계 당사자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보이는 노력과 의지

Gruen et al.(2000)

∘관계 지속을 위한 동기적 함의(Motivational Implication)
를 지닌 심리적 상태
∘정서적 몰입은 고객의 감정적 애착의 결과로써 나타남

Park et al.(2010)

∘자신과 브랜드가 굳게 연결된 정도
∘애착의 2가지 주요 요소로 ‘브랜드-자아 결합’과 ‘브랜드
현저성’을 제시

이성수, 성영신(2001)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떤 것에 묶여 있다는 혹은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내적 심리형태

안광호 외(2004)

∘그 브랜드와 앞으로도 거래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맹세

최순화(2008)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상 수준의
관계 유형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강한 감정과 행동적
결속을 복합적으로 표현

침하였다(Thomson et al., 2005).

and Acito, 2000; Verhoef, Fanses, and

브랜드 몰입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

Hoekstra, 2002).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펴보면, 초기에는 몰입을 일차원적인 것

연구들에서는 몰입을 태도적 몰입과 행

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항

동적 몰입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구

목 개발에 집중했던 반면, 최근의 많은

분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최순화

연구들에서는 몰입을 다차원적인 개념

(2008)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몰입을 ‘감

으로 접근하고 있다(Geyskens, Steen Kamp,

정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 두 가지로

Scheer, and Kumar, 1996; Gruen, Summers,

나누고 감정적 몰입이 행동적 몰입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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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여러

(1988)은 신뢰를 ‘당사자들 간에 행동을

학자들의 다양한 브랜드 몰입에 관한 정

예측할 수 있고 상호 간에 의존할 수 있

의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초기 연구에서

고 상대방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

는 브랜드 몰입을 브랜드 애착과는 구별

고 지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을

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Fournier,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인 간 또는 조

1998)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는 브랜드

직 간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Anderson

애착의 개념이 브랜드 몰입에 포함되는

and Weitz(1989)는 신뢰를 거래 상대방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Coulter, Price, and

이 협력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Feick, 2003; Warrington and Shim, 2000).

정의하였다. 그리고 Anderson and Narus

브랜드 연구자들 별로 브랜드 몰입에 대

(1990)는 신뢰의 지각된 결과에 초점을

한 정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어 신뢰를 정의하였는데 기업이 갖는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관계지속을 위한

신뢰란 ‘상대기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야

장기적인 기간과 구매행동을 나타냄을

기하는 행동을 수행하고, 부정적인 결과

도출할 수 있다. <표 3>은 브랜드 몰입에

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믿음’으로 설명하였다. Moorman et al.

국․내외의 브랜드 몰입관련 선행 연

(1992)는 신뢰를 ‘확신감이 생기는 상대

구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몰입은 브

에게 의지하려는 경향 또는 교환 상대방의

랜드 애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감정을

신빙성(Reliability)과 정직성(Honesty)에

넘어선 행동의지를 보이는 특성을 갖고

대한 확신’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organ

있다. 그러므로, 브랜드 몰입은 특정 브

and Hunt(1994)는 신뢰가 소비자와 브

랜드에 소비자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랜드 사이의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

주는 핵심요인이며 소비자의 의사결정

동의지가 포함된 상태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므로 브랜
드 신뢰를 ‘일반적인 소비자가 브랜드의

4. 브랜드 신뢰(Brand Trust)

안정적 기능에 의지하려는 경향’으로 정
의하였다. Wilson(1995)은 ‘거래의 상대

브랜드 신뢰의 개념도 브랜드 연구자에

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

Dwyer et al.(1987)은 신뢰를 관계발전을

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업 마케팅에서

위한 기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기업과 고객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강

라고 언급하였다. Zaltman and Moorman

화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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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출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의 능력’으

신뢰의 개념을 좀 더 브랜드에 구체화한

로 정의하였다. 또한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정의로 Chaudhuri and Holbrook(2001)은

가 소비자의 소비기대를 충족시켜 주며

브랜드 신뢰를 ‘브랜드가 일정한 기능을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꺼이 믿으려는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Elena and Lusi,

고객의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2001). Larzelere and Huston(1980), Morgan

브랜드 신뢰는 불확실한 상황과 관련되며

and Hunt(1994)는 관계 변화에 있어 신뢰

소비자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

가 몰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하에서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신뢰

의사결정시 브랜드 신뢰가 불확실성을

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Moorman et al.,

변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

1992; Doney and Cannon, 1997; Chaudhuri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and Holbrook, 2001). 브랜드 구매 상황과

혀졌다(Chiou and Droge, 2006; Flavian

관련하여 브랜드 신뢰를 DelVecchio(2000)

et al., 2006; Sichtmann, 2007; Matzler et

는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과 연관된 위험

al., 2008).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브랜

<표 4> 브랜드 신뢰에 관한 다양한 정의
구 분
Dwyer et al.(1987)
Zaltman and Moorman
(1988)

정 의
∘신뢰를 관계발전을 위한 기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여김
∘당사자들 거로 간에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상호 간에 의존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인 간
또는 조직 간의 상태

Anderson and Weitz(1989) ∘거래 상대방이 협력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념
Moorman et al.(1992)
국외

Morgan and Hunt(1994)
Wilson(1995)

∘확신감이 생기는 상대에게 의지하려는 경향 또는 교환 상대방
의 신빙성(Reliability)과 정직성(Honesty)에 대한 확신
∘일반적인 소비자가 브랜드의 안정적 기능에 의지하려는 경향
∘거래의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Chaudhuri and Holbrook ∘브랜드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꺼이 믿으
(2001)
려는 고객의 성향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과 연관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브랜드
DelVecchio(2000)
네임의 능력
Elena and Lusi(2001)

∘브랜드가 소비자의 소비기대를 충족시켜 주며 소비자가 브
랜드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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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신뢰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

으로 보았고 Keller(1998)는 ‘한 제품 부

면 초기의 동반자나 파트너에 대한 믿음

류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만 구입하려는

에서 개념이 변화하여 ‘특정 브랜드를 소

소비자의 선호’라고 정의하였다. Oliver

비자가 믿고자 하는 성향 또는 의지’로

(1999)는 충성도를 미래에 지속적으로

귀결됨을 파악할 수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후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몰입하는 행동이

5.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라고 언급하며 향후 브랜드 전환을 목표
로 하는 마케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

초기 브랜드 충성도 연구에서 브랜드

브랜드를 재구매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충성도의 개념은 브랜드의 실제 구매행

정의하였다. Dick and Basu(1994)는 브

위의 패턴으로서 설명되었다(Tucker, 1964).

랜드 충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구매

Jacoby(1971)는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

행동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하며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매하려는 경

대한 애착 등의 감정 상태를 포함한다’

향’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Engel and

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충

Blackwell(1982)은 ‘특정 상품의 한 개

성도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여러 개의 브랜드에 대해 장기간에

편익에 만족해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걸쳐 소비자에 의해 표현되는 선호적, 태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브랜드 충성도로

도적, 행동적 반응이라고 브랜드 충성도

이어진다는 인과 경로를 밝히고 있다

에 대한 정의를 밝혔다. 브랜드 연구의

(Chaudhuri and Holbrook, 2001; Dick

대표적인 학자인 D. Aaker(1996)는 충성

and Basu, 1994; Oliver, 1999). 또한 브랜드

도가 반복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충성도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해당기업

<표 5> 브랜드 충성도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구 분

국외

정 의

Tucker(1964)
Jacoby(1971)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의 실제 구매행위의 패턴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하며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매하려는 경향

Dick and Basu(1994)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구매 행동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애착 등의 감정 상태를 포함

Oliver(1999)

∘브랜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
브랜드를 재구매 하려고 하는 경향
∘특정 상품의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브랜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에 의해 표현되는 선호적, 태도적, 행동적 반응

Engle et al.(2000)
Keller(1998)

∘한 제품 부류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만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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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재구매 정도와 충성의지를 가

브랜드 충성도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같이 심리학에서 비롯된 개념들로써 정

(Chaudhuri and Holbrook, 2001).

확한 측정과 경계가 불분명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성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

는 태생적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

에 따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다양한

양한 브랜드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개념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온 것

에 대한 경계를 형성해 왔으며 실증 연

이 사실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낸 공

구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두드러진 특성

통적인 특성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브랜

을 차별화 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드의 여러 가지 개념들 간 최종 종속변수

선행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로 선정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다양한 정의

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를 종합해보면 브랜드 충성도는 ‘특정 브

연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애착, 브랜

랜드를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드 몰입,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성도 5

고정된 행동 양식’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지 개념의 정립을 하였으며 정립된 개
념 간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Ⅲ. 브랜드 관련 개념들의
상관관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각
개념 간 상관관계의 이해는 브랜드 관련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연구자들이 미래
연구에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브랜드 관련 주요 개념인 브랜드 태도,

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앞서 밝힌 브랜

브랜드 애착, 브랜드 몰입, 브랜드 신뢰,

드 관련 5가지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도

[그림 1] 브랜드 관련 개념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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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는 것인데(Johnson and Rusbult,

앞서 제시한 [그림 1]을 통해 브랜드

1989; Miller, 1997) 이러한 점은 긍정

관련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적인 태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

한다. 먼저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애착간

이다 .

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

브랜드 애착은 주로 감정적인 것과

자가 특정 브랜드에 긍정적인 브랜드 태

관련이 깊다. Thomson et al.(2005)의 연

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감정적 브랜드

구에서는 브랜드 애착이 애정, 열정, 연

애착을 갖게 된다.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

결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는 강력한 브랜드 애착을 반영한다고 하

증명하였다. 브랜드 애착과 관련한 국내

더라도 그 개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에서도 ‘사랑’과 ‘의존성’을 브랜드

다르다(Thomson, 2005). 첫째, 브랜드 애

애착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김해룡

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고 개인과

외, 2005). 안광호 외(2008)의 연구에서

애착 대상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브랜드 애착을 ‘특정 브랜드가 자신의

(Baldwin et al., 1996). 둘째, 소비자들에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브랜

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대상은

드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규정하였다.

상당히 많을 수 있으나, 감정적 애착을

그러므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

갖게 하는 대상은 적다(Ball and Tasaki,

할 수 있는 브랜드 애착에 대한 개념은

1992; Richins, 1994a). 셋째, 풍부한 스

감정적인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결

키마의 군에 의해 생긴 강력한 애착은

론에 이르게 된다.

대상과 자아를 감정적으로 부여된 기억

해외 및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장 혼

을 통해 연결해 준다. 그런데 긍정적인

동되어 사용하는 개념이 브랜드 애착과

태도는 대상과 자아 및 자아개념을 연결

브랜드 몰입에 대한 개념이었다. 다양한

하지 않는다(Holems, 2000; Mikulincer,

브랜드 연구들에서 사용한 브랜드 애착

Hirschberger, Nachmias, and Gillath, 2001).

과 브랜드 몰입의 정의를 통하여 브랜드

넷째, 대상에 감정적으로 강하게 애착이

몰입은 브랜드 애착이 가진 감정적인 요

발생된 개인들은 가까움을 유지하려고

소 이외에 ‘행동의지’라는 중요한 요소

하며 분리, 고통 같은 특정 행동양식을

를 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인다(Bowlby, 1979). 이러한 행동은

Gruen et al.(2000)의 연구 및 안광호 외

브랜드 태도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2008), 김해룡 외(2005)의 브랜드 연구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대상에 강력하게

에서 브랜드 애착이 브랜드 몰입에 영향

애착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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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몰

과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입의 선행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는 것을 밝혔으며, 서철현(2010)의 최근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몰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과의 상관관계는 브랜드 신뢰가 증가

그러므로 국내외의 다양한 국․내외 선

할수록 브랜드 몰입이 커진다는 것을

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브랜드 몰입은

Chaudhuri and Holbrook(2002)의 연구에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서 밝혔으며, Morgan and Hunt(1994)의

라고 하겠다.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었
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거부 결정시에
소비자의 신뢰가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Ⅳ. 결 론

준다는 것을 Cisse-Depardon and N’Goala

(2009)의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 그러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므로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몰입에 영향

데 중요한 개념인 브랜드 태도, 브랜드

을 주는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브

애착, 브랜드 몰입, 브랜드 신뢰, 브랜드

랜드 태도와 브랜드 애착에도 브랜드 신

충성도의 개념 파악을 위해 다양한 국

뢰가 동일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후 종합하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누적 만

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족이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바탕으로 한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

브랜드 태도의 개념을 정의하면 개인이

로 브랜드 충성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특정 브랜드에 반응하는 긍정 또는 부정

N'Goala(2001), Gustafsson et al.(2005)

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브

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

랜드 애착의 개념이란 특정 브랜드에 소

침한다고 할 수 있다.

비자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낼

마지막으로 브랜드 몰입과 브랜드 충

수 있다. 세 번째로 브랜드 몰입의 개념

성도와의 상관관계는 Amine(1998)의 연

을 정의하면 특정 브랜드에 소비자가 느

구에서 브랜드 몰입이 브랜드 충성도에

끼는 사랑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의지가 포함된 상

그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애착이 브랜드

태로 정리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신뢰의 개념이란 특정 브랜드를 소비자

국내 연구로서는 한상린, 성형석(2005)

가 믿고자 하는 성향 또는 의지라고 할

의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몰입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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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의하면 특정 브랜드를 소비자

개념들이 존재한다. 또한 브랜드의 각

가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고정된 행동 양

개념 간 상관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브랜

식으로 말할 수 있다.

드 태도가 브랜드 애착의 선행요인이며,

이와 같이 유사하거나 혼동하기 쉬는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몰입의 선행요인

브랜드 관련 개념에 관한 정의를 분석해

이고 브랜드 몰입은 결과적으로 브랜드

보는 작업을 통하여 브랜드와 관련된 각

충성도의 선행 요인이 된다는 결론은 구

개념 간의 명확한 특성과 역할 그리고

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브랜드 연구에 있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교적

어서는 예외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오랜 기간 동안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를

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행한 마케팅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게 명확한 개념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상당부분 연구자

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론에

다양한 브랜드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하

도달하였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문

여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

헌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들을 분석한 후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개념 간에 복잡한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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