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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네임 유형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향: 기존 모 랜드의 성패와 

소비자 사  지식의 조 효과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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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whether (1) the effectof the type of brand name 
(existing brand name vs. new brand name) on consumer evaluation of extended new 
products varies depending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existing parent brand; and (2)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existing parent brand is stronger
for experts than for no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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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랜드확장(brand extension)이란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받은 

뒤 후속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기존 

랜드와 동일한 랜드를 붙여 기존 제품

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후속 상품에까

지 확산하도록 하는 략이다(Aaker, 1991; 

Tauber, 1988). 즉, 랜드확장 략은 기

업이 새로운 랜드를 런칭할 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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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 한 소비자의 지식체계를 활용

하여 마  비용을 이고 시장 개척  

진출을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 마  

략으로, 기존 랜드의 인지와 연상을 

새로운 랜드에 이시키는 방법이다

(Reddy, Holak, and Bhat, 1994). 한편, 

랜드확장보다 그 범 에 있어서 좁으

나 이와 유사한 마  활동으로 제품계

열확장(line extension)이 있다. 이는 제품

계열의 범 를 넘지 않는 범  내에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원래 이용해오던 랜드네임을 그 로 

혹은 약간의 변형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

이다. 확장 랜드가 기존 랜드와 기능

으로 유사하여 이미지의 이가 쉽게 

이루어지는 랜드확장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략은 제품계열의 범 가 

모호하여 랜드확장 략과의 경계가 

확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랜드 자산이 

새로운 제품 혹은 변형된 제품에 확장되는 

에서 랜드확장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이진용, 1993).   

이처럼 랜드확장이 리 채택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랜드네임에 

친숙하기 때문에 이 랜드네임을 이용

하여 확장 랜드에 즉각 인 소비자 반

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랜드확장 략을 사용함으로

써 신제품 도입에 따른 진비용  

험감소 등과 같은 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진용, 1993; Keller and Aaker 

1992; Smith and Park, 1992). 한 고

를 통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인지가 제

고되면 기존 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함

으로써 기존 랜드의 매에 도움을 주

는 시 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

반 으로 완 히 새로운 랜드가 시장

에 진출했을 때의 실패율은 80~90%에 

달하기 때문에(Leuthesser, Kohli, and Suri, 

2003), 기업은 특히 다른 제품군으로의 

사업 역을 확장할 때 완 히 새로운 

랜드보다는 소비자에게 구축된 기존의 

랜드자산을 이용하는 랜드확장 략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 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랜드를 도입하는 것보다 늘 매

력 인 것은 아니다. 랜드확장은 새로

운 랜드 개발에 비하여 부정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가령, 비록 새로운 

랜드를 도입하는 것이 랜드확장에 비

해 더 많은 고비용을 수반하지만 이러

한 비용은 기존 랜드 이미지의 희석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분히 상쇄

될 수 있으며(e.g., Quelch and Kenny, 1994), 

만약 확장된 랜드 제품이 시장에서 실

패할 경우 확장의 기 가 되었던 모 랜

드의 경 성과에도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Aaker 1991; Loken 

and John, 1993). 그러므로 마  리자

는 랜드확장 는 제품계열확장 시 신

제품에 기존의 랜드네임을 그 로 혹은 

약간의 변형을 통하여 사용할지(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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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네임 확장), 아니면 새로운 랜드

네임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McCarthy, Heath, and Milberg, 

2001). 한 성공 인 랜드확장 략을 

수행하기 해서 마 리자는 랜드

확장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황윤용, 

최낙환,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제품계

열확장 시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성공 

vs. 실패)에 따라 랜드네임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

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성공 vs. 실

패)에 따른 랜드네임 유형(기존 랜드

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확장

된 신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이 소비자

의 사  지식 수 (높은 지식 수 의 

문가 vs. 낮은 지식 수 의 심자)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  배경  연구가설

1. 랜드확장

랜드확장이란 높은 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존 랜드를 신제품의 랜

드로 구축하여 새로운 제품군으로 확장

하는 략이다(e.g., Aaker and Keller, 1990). 

‘확장’이란 이미 잘 구축된 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을 신제품에 그 로 사용

하거나 소비자들이 유사한 이름이라는 것

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약

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랜드확장은 랜드 연상과 호의 인 

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매우 략 이며 성공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가 모 랜드에 해 

잘 알고 있거나 친숙한 경우 다른 제품

으로 확장된 랜드는 더욱 쉽게 인식될

수 있다.

랜드확장에 한 본격 인 연구는 

Tauber(1988)의 연구로부터 출발되었는

데, 랜드확장에 한 소비자 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랜드확장에 

한 소비자의 평가가 모 랜드와 확장 

랜드간의 유사성 는 합성 정도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일 되게 나타나

고 있다. 즉, 모 랜드와 확장제품 간의 

유사성 정도가 인식될 때 모 랜드에서 

연상되는 신념  감정이 확장 랜드 제

품에 이되고, 이 게 이된 랜드연

상이 확장 랜드제품 평가에 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뒷받

침해  수 있는 이론들이 인지  일 성

(cognitive consistency) 이론, 감정 이

(affect transfer) 이론, 범주화 이론(catego-

rization theory) 등이다(Aaker and Keller, 

1990). 이외에도 랜드확장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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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들 연구는 고객의 이용 상황(Kirmani, Sood, 

and Bridges, 1999), 고객의 랜드  범

주에 한 지식(Smith and Park, 1992), 이

들이 개 으로 간주되는 정도, 특정의 

범주에 있어서 고객의 여 정도(McWilliam, 

1993) 등이 포함된다.

2. 랜드네임 유형과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가 확장된 

신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

랜드네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소비자

의 지각된 품질, 태도, 구매의도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Gardner(1971)는 랜드네임

과 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치약, 남성

속옷, 남성의류의 세 가지 제품에 하여 

실험연구를 한 결과, 잘 알려진 랜드가 

있을 경우 가격을 품질 평가에 이용하는 

효과는 없어지고, 랜드와 품질간의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 리자는 랜드확장 

는 제품 계열 확장 시 신제품에 어떤 유

형의 랜드네임을 사용할지-즉, 기존의 

랜드네임을 그 로 혹은 약간의변형을 

통하여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랜드

네임을 사용할지-결정해야 한다. 이때 마

리자는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이 랜드확장 시 선행확

장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모 랜드와 확

장제품 두 범주간의 인지  유사성  

합성이 향상되어 응확장에 해 호

의 인 평가를 하는 반면, 선행확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두 범주간의 인지  

유사성  합성 결여에 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 응확장에 해 비

인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고 하 다(허종

호, 2011). 따라서 기존 모 랜드가 성공

했을 경우, 랜드확장 시에 기존 랜드

네임의 확장(vs. 새로운 랜드네임)을 

용하면 기존 모 랜드의 정 인 연

상들이 확장된 신제품에 이됨으로써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가 보

다 정 일 것으로 상된다. 반면, 기

존 모 랜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랜

드확장 시 기존 랜드네임의 확장을 

용하게 되면 기존 모 랜드에 한 부

정 인 연상들이 확장된 신제품에 이

됨으로써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기

에,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

임 확장)을 사용할 때 확장된 신제품에 

한 평가가 보다 정 일 것으로 상

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

한 모 랜드간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의 차이는 새로

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

임 확장)을 사용할 경우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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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것이다.

3. 소비자 사  지식의 역할

소비자의 사  지식(prior knowledge)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련하여 가지고 있

는 정보, 경험  친숙성의 정도를 말한다

(Duhan, Johnson, Wilcox, and Harrell, 1997). 

Brucks(1985)에 의하면 제품 지식은 제품 

경험, 주  지식, 객  지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된다. 제품경험은 주로 제

품보유 여부나 사용경험과 구매경험, 정

보탐색경험 등으로 측정하며, 주  지

식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 지식에 

한 주 인 단으로 측정한다. 객

 지식은 소비자가 실제로 장기기억 속

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에 의해 측정이 된다. 

소비자행동에 있어서 제품에 한 사

 지식의 역할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품 지식 수 이 높은 문가(expert)와 

제품 지식 수 이 낮은 심자(novice)는 

정보처리과정이 다르다고 하 다. 를 

들어, 제품에 한 지식 수 이 높은 

문가의 경우, 의사결정과 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련 있

으며 요하다고 단되는 정보만 선택

으로 처리하고 련 없는 정보를 제거

하는 능력이 있으며(Johnson and Russo, 

1984), 기억에서 련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기억에서 재생시키

거나 조직화하는 능력이 지식 수 이 낮

은 심자보다 뛰어나다고 하 다(Seles 

and Gronhaug, 1986). 한 문가들은 

필요한 정보와 의사결정 기 을 쉽게 기

억에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제품 평가 

시 제품속성과 련된 모든 정보를 범

하게 처리한다고 하 다(Bettman and 

Sujan, 1987). 

4. 소비자의 사  지식에 따른 랜드

네임 유형과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가 확장된 신제품 평가

에 미치는 향

사  지식은 소비자행동에 향을 미

치는데(e.g., Alba and Hutchinson, 1987 

Bettman and Park, 1980; Brucks, 1985), 

특히 사  지식은 구매의도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e.g., Eagly and Chaiken, 

1993). 사  지식은 소비자의 정보처리과

정과 제품 평가  수용에 가장 요한 변

수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조 변수로서의 

역할도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e.g., 

Celsi and Olson, 1988; Sujan, 1985).

앞서 언 했듯이, 사  지식이 많은 소

비자들은 과업과 련된 정보에 을 

맞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  지식은 

효과 이고 용이한 정보처리를 진시

킴으로써(Rao and Sieben, 1992) 정보를 

보다 객 이고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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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설득  메시지의 타당

성을 훨씬 잘 평가할 수 있으며, 설득  메

시지에 의해 쉽게 태도를 변화하지 않으

려는 안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g., Biek, Wood, and Chaiken, 

1996; Kruglanski, Webster, and Klem, 1993).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  지식이 외부

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편향 으로 검토

하게 만들기도 한다. McGuire(1967)는 

어떤 이슈와 련된 경험과 정보, 지식

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슈에 

하여 나름 로의 신념을 형성하게 되

고 이 신념은 이슈와 련된 태도를 형

성하는 기반이 되어 기존의 신념을 유지

하고 보호하기 해 방어 이고 보수

인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김문용, 김수 , 

2010 Biek et al., 1996; Lord, Ross, and 

Lepper 1979; Vallone, Ross, and Lepper, 

1985). 즉, 사  지식은 더욱 객 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존 신념과 생각을 유지

하고 보존하려는 방향으로 정보를처리

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모 랜드가 성공했을 경우, 지식 수

이 높은 문가(vs. 지식 수 이 낮은 

심자)는 랜드확장 시에 기존 랜드네

임 확장(vs. 새로운 랜드네임)이 용

되었을 때 기존 모 랜드에 해 형성

한 정 인 신념들이 확장된 신제품에 

더 잘 이됨으로써 확장된 신제품에 

한 평가가 보다 정 일 것으로 상된

다. 반면, 기존 모 랜드가 실패했을 경

우에는 지식 수 이 높은 문가(vs. 지

식 수 이 낮은 심자)는 랜드확장 

시 기존 랜드네임 확장을 용하게 되

면 기존 모 랜드에 한 부정 인 신

념들이 확장된신제품에 더 잘 이됨으

로써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기에, 새

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임 확

장)을 사용할 때 확장된 신제품에 한 

평가가 보다 정 일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에 따

라 랜드네임 유형(기존 랜드

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

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

자 평가에 미치는 향은 지식 수

이 높은 문가(vs. 지식 수

이 낮은 심자)에게서 보다 강

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지식 수

이 높은 문가의 경우, 지식 

수 이 낮은 심자에 비해 기존

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의 차이가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임 확

장)을 사용할 때 보다 감소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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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 랜드의 성공 기존 모 랜드의 실패

‘지니어스’ 후속작 ‘지니어스 Q’ 출시

로벌 맥주 쟁이 과열되고 있다. 로벌 

맥주 쟁의 첫 스타트는 독일에서 시작 다. 
‘지니어스’는 후속작 ‘지니어스 Q’를 출시하며 
유럽 륙 공략에 들어갔다. 

지난해 출시된 ‘지니어스’가 소비자들에게 
정 인 반응을 얻으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 에 

따르면 ‘지니어스’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  

매출과 업이익을 기록했다.

성공을 거둔 ‘지니어스’의 후속 제품으로 
‘지니어스 Q’가 출시된다. 독일 지 기자들
에게 ‘지니어스 Q’를 출시하는 행사를 알리는 
청장이 발송 다. 독일에서 신제품 ‘지니어스

Q’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끌겠다는 략
으로 보인다. 

‘지니어스 Q’ 측은 ‘지니어스’의 성공을 기반
으로 ‘지니어스 Q’를 통해 로벌 맥주 시장
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니어스’ 후속작 ‘지니어스 Q’ 출시

로벌 맥주 쟁이 과열되고 있다. 로벌 

맥주 쟁의 첫 스타트는 독일에서 시작 다. 
‘지니어스’는 후속작 ‘지니어스 Q’를 출시하며 
유럽 륙 공략에 들어갔다. 

지난해 출시된 ‘지니어스’의 실 은 589억 
원의 업 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지니어스’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시장
유율이 최하 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했다. 그 동안 ‘지니
어스’는 시장 지 를 끌어올리기 한 후속 제품 
개발에 심 을 기울 다.

큰 실패를 맛본 ‘지니어스’의 후속 제품으로 
‘지니어스 Q’가 출시된다. 독일 지 기자들에게 
‘지니어스 Q’를 출시하는 행사를 알리는 청장
이 발송 다. 독일에서 신제품 ‘지니어스 Q’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끌겠다는 략으로 

보인다. 

‘지니어스 Q’ 측은 ‘지니어스’의 실패를 만회
하고자 ‘지니어스 Q’를 통해 로벌 맥주 시장
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 1> 실험 1 :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 조작 기사문(확장 신제품에 기존 랜드네임 사용)

Ⅲ. 사 조사

본 실험에 앞서 서울 소재 학생들(n =

46)을 상으로 실험 상 제품군  모 

랜드네임 선정, 기존 모 랜드 성패

여부 조작 기사문 제작, 측정변수의 신뢰

성 확보, 사  지식(객  지식) 측정항

목 선정을 한 사 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험 상 제품군 선정기 은 (1) 피험자
들에게 비교  낯설지 않은 제품이면서, 
(2) 동일 라인 내 제품들 간에 뚜렷한 기술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었다. 이를 

해 사 조사에 참가한 일부 학생들

과의 표 집단면 (FGI)을 실시한 결과, 

맥주(실험 1)와 스마트폰(실험 2)이 기

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

품군을 각 실험의 제품군으로 선정하 다. 

실험 상 모 랜드로는 가상의 랜드

를 선정하 다. 실제 랜드를 사용하면 

모 랜드  확장제품에 한 피상 인 

태도를 배제함으로써 연구의 실성은 

높일 수 있지만, 랜드와 련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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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 랜드의 성공 기존 모 랜드의 실패

‘지니어스’ 후속작 ‘인스 트’ 출시

로벌 맥주 쟁이 과열되고 있다. 로벌

맥주 쟁의 첫 스타트는 독일에서 시작 다. 
‘지니어스’는 후속작 ‘인스 트’를 출시하며 
유럽 륙 공략에 들어갔다. 

지난해 출시된 ‘지니어스’가 소비자들에게 
정 인 반응을 얻으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 에 

따르면 ‘지니어스’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  

매출과 업이익을 기록했다.

성공을 거둔 ‘지니어스’의 후속 제품으로 
‘인스 트’가 출시된다. 독일 지 기자들에게 
‘인스 트’를 출시하는 행사를 알리는 청장이
발송 다. 독일에서 신제품 ‘인스 트’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끌겠다는 략으로 보인다. 

‘인스 트’ 측은 ‘지니어스’의 성공을 기반
으로 ‘인스 트’를 통해 로벌 맥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니어스’ 후속작 ‘인스 트’ 출시

로벌 맥주 쟁이 과열되고 있다. 로벌 
맥주 쟁의 첫 스타트는 독일에서 시작 다. 
‘지니어스’는 후속작 ‘인스 트’를 출시하며 
유럽 륙 공략에 들어갔다. 

지난해 출시된 ‘지니어스’의 실 은 589억 
원의 업 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지니어스’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시장
유율이 최하 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했다. 그 동안 ‘지니어스’
는 시장 지 를 끌어올리기 한 후속 제품 개발

에 심 을 기울 다.

큰 실패를 맛본 ‘지니어스’의 후속 제품으로 
‘인스 트’가 출시된다. 독일 지 기자들에게 
‘인스 트’를 출시하는 행사를 알리는 청장
이 발송 다. 독일에서 신제품 ‘인스 트’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끌겠다는 략으로 

보인다. 

‘인스 트’ 측은 ‘지니어스’의 실패를 만회
하고자 ‘인스 트’를 통해 로벌 맥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 2> 실험 1 :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 조작 기사문(확장 신제품에 새로운 랜드네임 사용)

연상작용에 따른 혼동효과를 발생시켜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실험 1에서 사용될 맥주의 

가상 랜드네임은 기존 모 랜드네임

을 ‘지니어스’로 설정하고 기존 랜드

네임의 확장은 ‘지니어스 Q’로, 새로운 

랜드네임은 ‘인스 트’로 정하 다. 실

험 2에서 사용될 스마트폰의 가상 랜

드네임은 기존 모 랜드네임을 ‘인사이

트’로 설정하고 기존 랜드네임의 확장

은 ‘인사이트 Q’로, 새로운 랜드네임

은 ‘수퍼노바’로 정하 다. 한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를 조작하고자 각 실

험에서 사용될 가상의 기사문(<표 1>과 

<표 2> 참조)을 제작하여 기사문이 제

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한 

사 조사에서는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측정변수( : 지각된 품질, 랜드태도, 

구매의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측정항목들을 추출하고자 하 으며, 

실험 2에서 사용할 실험 제품군(스마트

폰)에 한 사  지식(객  지식)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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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문항들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5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 다(<표 3> 참조). 

Ⅳ. 실험 1

실험 1에서는 가설 1을 검증하고자 맥주를 

실험 제품군으로 하여 기존 모 랜드 성패

여부(성공 vs. 실패)에 따라 랜드네임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

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지각된 품질, 랜드태도, 구매의향)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실험방법

본 실험은 서울 소재의 학생이 피험

자로 참여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총 167명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성공 vs. 실패)

와 랜드네임의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집단간으

로 조작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체 167명  남성은 79명으로 47.3%, 

여성은 88명으로 52.7%다. 응답자의 연

령 는 20~24세가 72.5%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14.4%), 25~29세(12.6%), 30세 

이상(0.6%)순이었다. 

사 조사에서 선정된 ‘맥주’가 실험 

제품군으로, 기존 모 랜드네임을 ‘지니

어스’로, 기존 랜드네임의 확장은 ‘지니

어스 Q’로, 새로운 랜드네임은 ‘인스

트’로 사용하 다. 본 실험은 실험 연

구자의 주  아래 먼  피험자들에게 본 

설문지 작성시 주의사항을 간단히 설명

하고 4종류의 설문지를 피험자들에게 

무작 로 배부하 다. 설문지를 받은 피

험자들은 사 조사에서 확정된 4종류의 

가상 기사문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

(성공 vs. 실패), 랜드네임의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지니어스 Q vs. 새로운 

랜드네임-인스 트)에 따라 다르게 구

성된 4종류의 가상 기사문 에서 할당

된 1개의 기사문을 읽고 설문에 응답하도

록 요구 받았다(<표 1>과 <표 2> 참조).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를 

측정하기 해 지각된 품질, 랜드 평가, 

구매의향을 측정에 이용하 다. 지각된 품

질은 Zeithaml(1988)의 연구에 근거하여 

3항목(믿을 수 있다, 품질이 좋다, 유용하

다)을 7  척도(1 =  그 지 않다, 7 =매

우 그 다)로 측정하 다(Cronbach’s α = 

.877). 랜드 태도는 Klink and Smith 

(2001)의 연구에 기 하여 3항목(호감이 간다, 

마음에 든다, 흥미롭다)을 7  척도(1 = 

 그 지 않다, 7 = 매우 그 다)로 측정

하 다(Cronbach’s α = .895). 구매의향의 

경우, Taylor and Bearden(2002)의 연구에 

기 하여 3항목(구매할 의향이 있다, 타인

에게 권유하고 싶다, 정 인 이야기를 

타인에게 할 것이다)을 7  척도(1 =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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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랜드네임 유형 ×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상호작용 효과(종속변수 : 지각된 품질)

다(Cronbach’s α = .871). 마지막으로,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와 랜드네

임의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지니어스 

Q vs. 새로운 랜드네임 인스 트)이 제

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기사문

을 제 로 이해했는지에 한 간단한 테

스트를 조작 검에 활용하 으며, 조작

검 결과 조작이 제 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2. 분석 결과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패

여부가 제품에 한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해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63) = 6.068, 

p < .05). 구체 으로 계획 조(planned con-

trast)를 통해 집단간 평균값 비교를 검증

한 결과(<그림 1> 참조),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 간 

제품에 한 지각된 품질에 있어서 통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4.56 vs. 4.43; 

F(1, 163) = .304, p > .10), 기존에 실패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기존 랜

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 간 제

품에 한 지각된 품질에 있어서 통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16 vs. 

3.85; F(1, 163) = 8.903, p < .005). 따라서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 간 제품평가(지각된 품질)의 차이는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경우에 보다 감소할 것

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패

여부가 랜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하기 해 two-way ANOV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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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랜드네임 유형 ×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 랜드 태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1, 163) = 6.708, p = .01). 

구체 으로 계획 조를 통해 집단간평균

값 비교를 검증한 결과([그림 2] 참조),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

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간 랜드 태도에 한 통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4.72 vs. 4.46; 

F(1, 163) = 1.012, p > .10), 기존에 실패한 

랜드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기존 랜

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간 

랜드 태도에 한 통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09 vs. 3.76; F(1, 163)

= 7.252, p < .01). 따라서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제품평가

( 랜드 태도)의 차이는 새로운 랜드네임

(vs. 기존 랜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경우

에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패여

부가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미치는 상호작

용효과를 검증하기 해 two-way ANO-

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63) = 5.113, p 

< .05). 구체 으로 계획 조를 통해 집단

간평균값 비교를 검증한 결과([그림 3] 참조),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

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간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

어서 통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4.17 vs. 4.22; F(1, 163) = .040, p > .10), 

기존에 실패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

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간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어서 통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2.82 vs. 3.68; F(1, 163) = 12.072, p = 

.001). 따라서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제품평가(구매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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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랜드네임 유형 ×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구매의향) 

의 차이는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경우에 보다 감

소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V. 실험 2 

실험 2에서는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

하고자 스마트폰을 실험 제품군으로 하여 

(1)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성공 vs. 실패)

에 따라 랜드네임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구매의향)에 

미치는 향, 그리고 (2)기존 모 랜드

의 성패여부(성공 vs. 실패)에 따라 랜

드네임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 평

가(구매의향)에 미치는 향이 소비자의 

사  지식 수 (높은 지식 수 의 문

가 vs. 낮은 지식 수 의 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해서 살펴보았다.

1.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서울 소재의 학생이 피험

자로 참여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

한 총 147명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성공 vs. 실패)와 

랜드네임의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집단간으로 조작

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체 

147명  남성은 70명으로 47.9%, 여성

은 76명으로 52.1%다. 응답자의 연령

는 20~24세가 61.9%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26.5%), 25~29세(11.6%) 순이었다. 

사 조사에서 선정된 ‘스마트폰’이 실험 

제품군으로, 기존 모 랜드네임을 ‘인사

이트’로, 기존 랜드네임의 확장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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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객  지식 측정문항(5문항): ○/×  문제

(1) LTE는 Long Transport Executive의 약자다.
(2) 아몰 드(AMOLED)는 자체 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왜곡되지 

않는 차세  디스 이다.
(3) 스 이앱이란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장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애 리 이션이다.
(4) 포토 리킹(Photo flicking)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움직일 때 모서리에 부딪친 것처럼 튕기
듯이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는 기술이다.

(5) 내장 메모리는 가상의 메모리 공간을 말하며 용량이 클수록 여러 가지 로그램을 동시에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다.

<표 3> 실험 2 : 스마트폰의 객  지식 측정문항

이트 Q’로, 새로운 랜드네임은 ‘수퍼노바’

로 사용하 으며, 본 실험의 실험 차는 

실험 1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 그러나 

실험 1과는 달리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를 측정하기 해 1개의 변수

(구매의향)만을 사용하 다(Cronbach’s α = 

.835). 다음으로, 가설 2의 검증을 해 

소비자의 제품(스마트폰)에 한 사  지

식을 사 조사에서 선정된 객  지식

(5항목)으로 측정하 다. 일반 으로 객

 지식은 소비자가 장기기억 속에 얼

마나 많은 정보를 축 하고 있는지를 나

타내며 측정항목의 개발이 어렵긴 하나 

소비자의 실제 인 지식수 을 알기 

해 가장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이다(박찬욱, 문병 , 2000). 객  지식

은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랜드 지식 련 

5문제를 ○/×로 출제하 다(<표 3> 참조). 

간값 분할에 의해 간값(M = 3.00)보

다 높으면 지식 수 이 높은 문가 집단

으로, 간값보다 낮으면 지식 수 이 낮

은 심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설검증

을 한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마지막

으로,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성공 vs. 실패)와 랜

드네임의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인사이트 Q vs. 새로운 랜드네임 수퍼

노바)이 제 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기사문을 제 로 이해했는지에 한 

간단한 테스트를 조작 검에 활용하 으

며, 조작 검 결과 제 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 다.

2. 분석 결과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패

여부가 구매의향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

를 검증하기 해 two-way ANOVA를 실

시한 결과, 상호 작용 효과는 한계 으로 

나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43)

= 2.989, p < .10). 구체 으로 계획 조를 

통해 집단간 평균값 비교를 검증한 결과



56        안 주․강보경․방진욱․심소이․이 설․김문용 로벌경 연구

[그림 4] 랜드네임 유형 ×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 구매의향) 

([그림 4] 참조),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

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간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어서 통계  차이가 한계

으로나마 유의한 반면(3.86 vs. 3.43; F(1, 

143) = 3.208, p = .075), 기존에 실패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기존 랜

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 간 제

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어서 통계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2.66 vs. 2.84; F(1, 143) =

.496, p> .10). 따라서 비록 가설 1은 지지

되지 않았으나,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제품평가(구매의향)의 

차이는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

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경우에 보다 감소

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패

여부×소비자의 사  지식이 구매의향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해 

thre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한계 으로나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 138) = 2.808, p <

.10). 문가 집단(사  지식이 높은 집단)

에서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

패여부가 구매의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하기 해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1, 48) = 5.850, p < .05). 

구체 으로 계획 조를 통해 집단간 평균

값 비교를 검증한 결과([그림 5] 참조), 기

존에 성공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

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 간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

어서 통계  차이가 유의한 반면(4.33 vs. 

3.04; F(1, 48) = 10.788, p <  .005), 기존에 

실패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

(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

네임간에는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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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가 집단 : 랜드네임 유형×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 구매의향) 

[그림 6] 심자 집단 : 랜드네임 유형×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상호작용효과(종속변수 : 구매의향)

서 통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2.69 vs. 

2.83; F(1, 48) = .101, p > .10). 한편, 심

자 집단(사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랜드네임 유형×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

가 구매의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

증하기 해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F(1, 90) = .146, p > .10). 

구체 으로 계획 조를 통해 집단간 평

균값 비교를 검증한 결과([그림 6] 참조),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의 경우 확장 

랜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

운 랜드네임간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어서 통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3.65 vs. 3.70; F(1, 90) = .018, p > .10), 

기존에 실패한 랜드의 경우에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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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네임(기존 랜드네임 확장)과 새로운 

랜드네임간 제품에 한 구매의향에 있

어서 통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2.63 

vs. 2.85; F(1, 90) = .422, p > .10). 결과

으로 비록 가설 2는 통계 으로 유의하

게 지지되지는 않았으나, 지식 수 이 높은 

문가 집단의 경우, 지식 수 이 낮은 

심자 집단에 비해 기존에 성공한 모 랜

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제품평가(구매

의향)의 차이가 새로운 랜드네임(vs. 기

존 랜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때 보다 감

소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확인되었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2차례의 실험을 통해 (1) 

기업이 제품 계열 확장 시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성공 vs. 실패)에 따라 랜드네

임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

비자평가에 미치는 향, 그리고 (2)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성공 vs. 실패)에 따

른 랜드네임 유형(기존 랜드네임 확

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확장된 신제

품 평가에 미치는 향이 소비자의 사  

지식 수 (높은 지식 수 의 문가 vs. 

낮은 지식 수 의 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의 차이는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경우에 보다 

감소할 것이다(가설 1). 둘째, 기존 모 랜

드의 성패여부에 따라 랜드네임 유형

(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

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향은 지식 수 이 높은 

문가(vs. 지식 수 이 낮은 심자)에게

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지식 

수 이 높은 문가의 경우, 지식 수 이 

낮은 심자에 비해 기존에 성공한 모 

랜드와 실패한 모 랜드간 확장된 신제

품에 한 소비자 평가의 차이가 새로운 

랜드네임(vs. 기존 랜드네임 확장)을 

사용할 때 보다 감소할 것이다(가설 2). 구

체 으로, 실험 1에서는 가설 1을 검증하

고자, 맥주를 실험 제품군으로 하여 기존 

모 랜드 성패여부에 따라 랜드네임 유

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

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지각된 품질, 랜드 태도, 구매의향)

에 미치는 향에 해서 살펴보았고 가설 

1이 지지됨을 확인하 다. 실험 2에서는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고자 스마트폰

을 실험 제품군으로 하여 (1) 기존 모 랜

드 성패여부에 따라 랜드네임 유형(기

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

임)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

(구매의향)에 미치는 향, 그리고 (2) 기존 

모 랜드의 성패여부에 따른 랜드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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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기존 랜드네임 확장 vs. 새로운 

랜드네임)이 확장된 신제품 평가(구매

의향)에 미치는 향이 소비자의 사  지

식 수 (높은 지식 수 의 문가 vs. 낮은 

지식 수 의 심자)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지에 해서 살펴보았다. 가설 검증 

결과, 비록 가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지는 않았으나 가설의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다음과 같은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제품

을 맥주와 스마트폰으로, 피험자를 학생

으로만 한정하 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제품군과 다양한 피험자들을 

상으로 한 반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랜드를 만들

어 련 신문기사를 실험 처치물로 사용

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성 있는 실제 

랜드를 사용하여 외  타당성을 높이기 

한 반복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신문기사 형식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고(인쇄 고, TV 고 등)를 활용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고려

된 변수들 이외에 보다 다양한 조 변수

들이 확장된 신제품에 한 소비자 평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면 

기업의 마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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