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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기업 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주요개념인 랜드 이미지와 련하여 지각된 랜드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랜드 효과로서의 랜드 선호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지각된 

랜드 이미지는 기업 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랜드 이미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랜드 선호도와 함께 행동의도로는 구매의도와 추천의도로 각각 결과변인을 설정하 다. 분석 

결과,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요인1(도 )’과 ‘요인2(신뢰)’로 추출되었으며, 군집분석

을 통해 3개의 각 유형 별 집단을 확인하 다. 각 집단 별로 다르게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은 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 추천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 별 차이는 

‘도  형’, ‘신뢰 형’, ‘통합 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까지 다소 

범 한 이론으로 분류되는 랜드 이미지에 한 개념을 실제 소비자 지각 차원으로 근하여 실무사례

에 용한 연구로서 실증  가치를 지니며, 무엇보다 고를 통한 랜드 이미지 리의 실무  시사 을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광고∣지각된 브랜드 이미지∣브랜드 선호도∣행동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types of perceived brand image related 

to the main concept building brand equity affect ‘brand preference’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perceived brand image is set as the brand image type perceived by the consumer from the 

image pursued by the corporate brand, while in addition to brand preference, behavioral 

intentions are set as 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for the result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the types of perceived brand image were extracted as 'factor 1(challenge 

spirit)' and factor 2(reliability) and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3 groups under each type were 

identified.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fluence of each type of perceived brand 

image on ‘brand preference’, ‘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 intention’ was indicated. In 

addition, the differences of perceived brand image types were found to be higher in order of 

‘challenge spirit type’,  ‘reliability type’, ‘integrated type’. The empirical implementation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classifies the concept of brand image not as a broad theoretical 

model, but as a model directly related to real consumer perception, and that it gives practical 

suggestion for brand image management related to advertising.

■ keyword :∣Advertising∣Perceived Brand Image∣Brand Preference∣Behavior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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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 인 목 은 차별  경

쟁우 를 확보하여 강력한 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지

속 으로 랜드 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랜

드 가치를 측정하는 랜드 자산 개념에서 기업 마  

활동의 유형  요인 외에 더 요한 것은 소비자 행동

과 한 무형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  

고객자산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노출된 랜드의 모습

이 강력하고, 호의 이며 독특한 연상을 지닌 랜드 

이미지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효율 으로 귀착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1]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랜드 이미지(Brand Image)는 세분화된 표 시장

과 마  커뮤니 이션에서 요하게 다루어져 온 개

념이다. 잘 달된 랜드 이미지는 강력한 치를 선

하여 경쟁 랜드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랜드의 

성과를 높여 다[2].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랜드를 단순한 마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여 장기

인 에서 랜드의 효용성을 극 화하기보다는 단

기  에서 랜드를 활용하려고만 한다. 이를 해결

하기 해서는 근본 으로 랜드를 생명체처럼 리

하는 략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체계 으로 높은 자

산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면 오래도록 장수 랜드로 살

아남을 가능성이 크다[3]. 결국 장기 인 랜드의 성공

은 랜드의 수명주기에 따른 합한 랜드 이미지 

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 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주요개념인 

‘ 랜드 이미지’에 집 하여,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

형에 따라 랜드 효과는 어떠한 향을 나타내는지에 

해 검증하고자 한다. 실무사례를 심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된 랜드 이미

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랜드 효과로서 랜

드 선호도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효

과 인 고 커뮤니 이션을 한 랜드 이미지 리

의 략 방향에 하여 논의함으로써 이론의 검증뿐 아

닌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는 에 의미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광고와 브랜드 이미지 관리

최근 고 커뮤니 이션의 개발 심 키워드는 ‘소비

자 인사이트’로서 이는 소비자가 미묘하게 반응을 보이

는 마음을 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해 소비자가 

자신과 련된 것으로 인식하여 심의 감도를 높이는 

‘자기 련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요하다[4]. 기술

의 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

래를 이성으로 악하기보다 감각으로 악하려 든다. 

이성 인 문자보다는 이미지나 상 등과 같은 감정의 

표  수단으로 교감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과 인터

넷에 의한 미디어의 기술 변화에 기인하는데,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동시에 소비하고 공

감하고 있다[5].

고는 과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리 알려 사람

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구매효과를 높이는 단

순한 매도구나 마  요소의 차원을 넘어 이미지 제

고와 같은 설득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6]. Kimani 

and Zeithaml(1993)에 의하면, 고는 랜드 자산에 커

다란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이는 지각된 품질과 가

치에 향을 주며 랜드 이미지에 향을 미친다[7]고 

하 다. 상미디어로서의 고는 랜드 이미지를 소

비자에게 감성 으로 달하는 표  수단이다. 그러

나 다양한 고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일방향 인 정보

제공으로 상품을 팔던 과거 성공방식은 통용되지 않는

다[4]. 이제는 소비자 에서 그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랜드와 미디어에 

한 소비자 인사이트에 기반한 미디어 크리에이티 의 

통합으로 소비자에게 근하는 맥락 기획(Contextual 

Planning)[8]을 실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고의 효용성은 랜드 이미지 리 측면에

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략 으로 랜

드의 활성화 혹은 재활성화에 유의미한 지침을 제공하

기도 한다. 랜드의 수명주기에 따른 맥락 안에서 

랜드 아이덴티티와 랜드 이미지는 상호불가분의 

계를 가진다. 랜드 아이덴티티의 세 가지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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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치(Values), 계(Relationships), 일 성

(Coherence), 물리  외형(Physical Appearance), 개성

(Personality), 문화(Culture), 소비자의 반 (Reflection 

of Consumer), 소비자의 자아이미지(Consumer's 

Self-image) 등의 요소들이 통합 으로 연결되어야 한

다. 특히 랜드의 수명주기에 따른 시간(Time)이란 요

소가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9]. 랜드 리의 구조에

서 랜드 수명주기(Brand Life Cycle)는 크게 도입

(Introduction), 정교화(Elaboration), 강화(Fortification) 

단계를 거치면서 차 진화하고 발 한다. 도입기는 

랜드 아이덴티티의 명확화와 랜드 인지도 향상이 요

구되며,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성장기는 차별  이

미지 강화가 강조된다. 성숙기는 랜드 강화 단계로 

랜드 충성도 활성화, 계 구축, 랜드 신선도 방안 

활성화 략이 요구된다. 여기서 요한 것은 소비자의 

‘지각’ 차원이다. 랜드에 하여 가지고 있는 아이디

어가 랜드 개념이라면, 고를 통해 소비자가 지각하

는 랜드 개념은 랜드 이미지로 설명된다[10].

성숙기 랜드들이 장수 랜드로 가기 해서는 소

비자 마음속에 그 랜드로 인해 연상될 수 있는 강력

한 상징을 심어줘야 한다. 랜드가 쇠퇴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새로운 경쟁 랜드에 의해 체되는 경우와 소

비자 라이 스타일의 변화에 히 응하지 못할 경

우 등이 있다. 이럴 경우,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한 랜드의 재도약이나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한 랜

드의 상징  이미지 구축을 통해[11] 랜드 이미지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다.

2. 소비자와 지각된 브랜드 이미지

랜드 이미지는 제품 혹은 기업 랜드에 한 기능

 특성보다는 지각되거나 추론된 특성을 갖는 개념이

다. 이미지는 인간이 어떤 상에 해 가지고 있는 총

체 인 인상이며, 이러한 인상은 상에 한 지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외부세계에 한 자극을 감지하고 구별하고 해석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미지가 형성된

다[12]. 고에서의 랜드 이미지에 한 연구는 소비

자 심의 지각된 특성들을 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랜드의 비 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기

임에 반해, 랜드 이미지는 시  상황의 흐름에 따

라 랜드가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유지해야 할 요소이

기도 하지만 변화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노후

화된 랜드의 경우, 랜드 재활성화를 해서 랜드 

이미지에 한 리포지셔닝 략이 매우 요하다. 

지각된 랜드 이미지(Perceived Brand Image)는 소

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랜드에 한 체 인 인식으

로 제품의 지각, 속성, 품질과 랜드명 등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의 총칭,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랜드에 하여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느낌 는 랜

드에 한 신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13]. 과거에는 

랜드 이미지가 제품의 기능과 속성에 의미를 연결시

키는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했으나, 1990년  말에 들어

서면서 랜드 이미지의 유형이 보다 소비자의 지각된 

으로 정리되기 시작하 다. Dobni and 

Zinkhan(1990)은 랜드 이미지를 총체  연상, 상징  

연상, 의미와 메시지 강조, 개성 지향  연상, 느낌과 태

도 등의 인지  심리  연상으로 구분하 으며[14], 

Bromley(1993)는 랜드 이미지에 해 단순히 제품 

속성이 아니라 제품·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총체 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 다[15]. 한 Keller(1998)는 

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랜드 연상의 유형

과 강도, 랜드 연상의 호의도, 랜드 연상의 독특성

을 심어주는 개념[16]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 와 일치하고 측 

가능한 상들에게 호의 인 편이다. 랜드 이미지는 

종종 스키마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스키

마’는 단순 요소들의 결합이 아닌 그 요소들을 묶는 개

념, 행동 순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상

에 한 이미지가 끊임없이 환경에 응하면서 변화하

는 유기  실체를 의미한다. IMC 개념에서는 고 혼

잡을 뚫고 소비자에게 각인되기 해 기존 스키마와의 

일 성을 강조한다[17]. 하지만 당한 불일치 상황에

서 오히려 인지  노력을 통해 더 극 인 효과가 일어

나기도 하는데, 이를 ‘ 한 불일치(Moderate 

Incongruity)’라고 한다. 일 성을 강조하는 친숙효과

(Familiarity  Effect)와 반  개념인 신기효과(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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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가 있는데, 이 둘이 더해지면 랜드 이미지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새로움

(Novelty)은 체  인식 기억에 향을 가져오며, 선

호와 정  계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8]. 

Sujan and Bettman(1989)는 기존에 구축된 랜드 이

미지와 불일치하는 고 정보에 소비자가 노출 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기존 스키마와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동화(Assimilation)와 기존 스키마가 새로운 정보를 받

아들이기 해 변화를 거치거나 새로운 스키마를 생성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조정(Accommodation)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 다[19]. 자는 새로운 고 정보에 약

간 차별화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며, 

후자는 기존의 랜드 연상과 크게 다른 측면의 이미지

가 주어질 때 이루어진다. 

결국, 지각된 랜드 이미지란 특정 기업 혹은 랜

드를 통해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지각된 특정 연상 이

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랜드 이미지가 소비

자의 경험  과정이 연계하여 작용하면서 때로는 개별

 이미지로, 때로는 둘 는 그이상의 개념이 종합

으로 나타난 복합  이미지로, 때로는 복합  이미지의 

형태가 새로운 변종의 이미지(Hybrid Image)로 나타날 

수 있다[1]. 략 으로서의 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사

이에 계 형성을 목표로, 랜드 경험을 통한 랜드 

이미지가 성공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랜드 아이

덴티티 차원에서 제공하려는 가치에 부합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제 로 인지되고 느껴졌는가에 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20]. 소비자가 랜드 이미지를 지각하

고 나아가 개성이 확립된다면, 그 다음으로 랜드 

계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특히 랜드를 통해 느끼는 

자기 련화와 자아 정체감이 랜드 동일시로 이루어

질 때 랜드에 한 친 도와 선호도가 커질 수 있다

[21]. 

따라서 고 커뮤니 이션에 있어 랜드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소비자 심의 지각된 랜드 이미

지 차원에 근거하여, 표 하려는 기업 랜드가 기존의 

이미지 강화 략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 

략인지를 구분하고 소비자의 지각된 랜드 이미지에 

한 수 별 차이를 고려하여 한 불일치 혹은 일

성 략을 유연하게 반 하여야 한다.

3. 지각된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선호도, 행동의

도의 관계

소비자에 의해 형성되는 지각된 랜드 이미지는 단

일 혹은 복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  연상

과 태도로 말미암아 랜드 선호도(Brand Preference)

와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다. 

Anatachart(1998)는 랜드 선호도란 특정 랜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 으로서 태도  차원의 구

성요소로 보았다[22]. 랜드 선호도는 랜드에 한 

호의 인 태도를 수량화한 개념으로, 구매 가능성을 함

의한다. 이 호의  태도는 구매 부터 다양한 매체의 

고 등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직 인 구매경험 

 랜드 사용 경험을 통해 구축된다[23]. 랜드에서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 개념은 고객이 어떤 상

에 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나타내

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된다[24]. 행동의도

는 랜드 충성도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 추천의도에 

한하여 설정한다. 

지각된 랜드 이미지가 랜드 선호도와 행동의도

(구매의도, 추천의도)에 향 계를 갖는다는 것을 추

론함에 있어 몇 가지 선행연구가 뒷받침 해 다. 

Lassar Mitta, and Sharma(1995)[25]와 Faircloth, 

Capella and Alford(2001)[26]는 높은 랜드 이미지 지

수는 높은 태도와 선호도  호감도와 련이 있다고 

하 으며, 김 ·김태우·이승진(2003)[27]는 랜드 선

호도를 높이기 해서는 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략  마  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Aaker(1996)[28]는 랜드 이미지의 효과 측면으로 

호의 인 태도와 구매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Mackenzie, Lutz and Belch(1986) 역시 랜드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작용하는 과정에 해, 고 태도

가 랜드 태도와 선호도에 향을 주어 결국 구매의도

에 직 으로 향을 다고 하 다[29]. 더 나아가 

Torlak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랜드 이미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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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며 여기에는 지각된 가

치가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 다[30]. 

최근에는 지각된 랜드 이미지의 조 효과  매개

효과 연구도 있다. Nyadzayo and Khajehzadeh(2016)은 

지각된 랜드 이미지의 조  역할에 한 연구를 하

는데, 서비스 평가 변수와 고객의 로열티에서 고객 

계 리의 매개  역할과 더불어 정  랜드 이미

지가 높게 작용할수록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을 밝혔다[31]. Saleem, Rahman and Umar(2015)은 지

각된 품질과 랜드 인식이 랜드 이미지를 매개하여 

랜드 로열티를 형성함을 주장하 다[32]. 

정리하면, 지각된 랜드 이미지가 정 일 경우, 

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며 행동  단계인 구매의도와 추

천의도에도 유의미한 향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랜

드 이미지 유형의 조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그동안 

랜드 련 이론에서 요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랜드 이미지 연구가 부족했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에 따라 

랜드 효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토 로,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과 그에 따른 

랜드 효과로서 랜드 선호도와 행동의도로 설명되

는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의 차이에 해 알아보고자 한

다. 소비자의 지각 차원과 자기 련화 개념에 의거하

여 지각된 랜드 이미지는 유형별로 분류될 것이며 소

비자의 계( 련성) 수 에 따른 군집 유형도 구분될 

수 있다는 추론 하에,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이 소

비자 군집별로 랜드 효과로서의 랜드 선호도, 구매

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조  역할을 심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은 랜드 선호도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은 구매의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은 추천의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사례의 선정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이 랜드 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성숙기

의 랜드  랜드 이미지를 략 으로 활용하고 있

는 고 캠페인 사례를 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으로도 많이 알려진 소비재 품목  표 인 피로회

복제 랜드인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선정하 으며, 제

25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고상(TV부문)’을 수상한 

박카스의 ‘나를 아끼자’ 고캠페인을 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오늘날 은 소비자 층에게 박카스는 노후화된 랜

드로서 심도가 낮으며, 경쟁사 비 구매빈도  향

후 구매의향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

한 상황에서, 2016년에 집행된 ‘나를 아끼자’ TV-CF 

고캠페인은 은 소비자들과의 계 강화를 해 기획

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33]. 정서  랜드 이미지로

서 ‘ 은’, ‘나와 어울리는’ 등에 한 공감 가 지속 으

로 하되고 있고, 랜드 노후화로 인한 잠재  충성

고객의 이탈 가속화를 막기 해 은 소비자 층이 공

감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커뮤니 이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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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성숙기 랜드로서 구축되어 있는 랜드 신

뢰에서 더 나아가 신선함을  수 있는 새로운 감성  

소구가 공존하고 있다. ‘나를 아끼자’라는 캐치 이즈

를 사용하여 단순히 직장인들의 애환만 보여 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군가의 소 한 아들이자 

딸이고 친구이자 동료임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키워가는 꿈과 열정이 가치 있음을 응원하고 있

다. 한 오늘 하루 잘 버틴 당신을 해서, 힘든 실

이지만 그럼에도 수고한 당신을 해서 무엇이라도 상

을 주라는 부분에서 지친 20 에게 희망과 용기, 공감

과 자기보상(소비)을 유도한다. 

3. 측정항목의 구성 및 자료 수집방법

연구의 실증 분석을 한 측정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 , 지각된 랜드 이미지는 실험 상 랜드인 

박카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 연상이 실제 소비자

가 지각하는 느낌에 한 항목으로서, 박카스 ‘나를 아

끼자’ 고에서 지향하고 있는 랜드 이미지 항목인 

‘ 은’, ‘진취 인’, ‘소통하는’, ‘ 신 인’, ‘열정 인’, ‘친

근한’, ‘믿음을 주는’, ‘20 와 어울리는’의 총 8개 측정항

목으로 구성하 다.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랜드 선호도와 행동의도로 

의미되는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랜드 선호도는 소비자의 랜드에 한 정

인 랜드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나는 박카스가 

좋다’의 1개의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 구매의도는 

정  태도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구매행 로 이어지도

록 하는 미래행동의도로서 ‘나는 향후 박카스를 구매할 

것이다’의 1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 다. 추천의도는

정 인 경험을 통해 주변에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구매의도와 마찬가지항목을 구성하 다. ‘나

는 주 사람들에게 박카스를 추천할 것이다’의 1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 다. 

자료 수집을 해 박카스 ‘나를 아끼자’ 고를 보지 

못한 20  남/녀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지는 성별의 균등한 분포를 해 남녀 150명씩 

총 300부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먼  해당 고의 이

미지를 보여주고 고를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응답만을 

수집하 다.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34회의 표본  후 고를 사 에 

본 300명과 20 가 아닌 표본  설문을 단하거나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총300부의 유효한 설

문지를 분석에 용하 다. 

Ⅳ. 연구 결과

1. 분석 절차와 표본의 특징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들의 실제 지각한 랜드 이미

지의 유형별 분류를 해 첫째, 지각된 랜드 이미지

에 한 8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둘째, 지각된 랜드 이미지 요인

에 따른 집단 분류를 해 계층  군집 분석과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을 분류하 다. 

군집분석은 각 개체 내 변수들 간의 상 계수, 개체간

의 거리, 확률  유사성 측정치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

고, 이에 기 하여 개체들을 유사한 동류집단으로 분류

하는 방법이다[34]. 셋째, 군집분석의 신뢰성을 확인하

기 해 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넷째, 일원분산분석

을 통해 각 군집 간 랜드 선호도, 구매의도, 추천의도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설문응답자의 특징은 남자와 여자 각각 150명씩 50%

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에서 24세 이하가 145명

(48.3%), 25세에서 29세 이하가 155명(51.7%)를 나타냈

으며 학생이 150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

이 117명(39%), 주부와 기타가 33명(11%)의 순서를 보

다. 설문 응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50 50.0

여자 150 50.0

연령
20~24세 이하 145 48.3

25~29세 이하 155 51.7

직업

대학생 150 50.0

직장인 117 39.0

주부 및 기타 3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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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 추출과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Factor Loding 값 0.6을 기 으로 하

으며 측정항목의 모든 값은 고유 값(eigen values) 기

 1보다 큰 요인들만 추출하여 요인화 하 다. 

표 2. 요인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요인
측정
항목

요인
재치

아이겐
값

분산율
(%)

신뢰도
계수

요인1
(도전)

진취적 .903

4.703 50.914 .915

젊은 .869

혁신 .837

이십대 .796

소통 .758

열정 .699

요인2
(신뢰)

친근 .914
1.963 75.446 .774

믿음 .833

KMO: .85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 1533.639

df=28, p=0.000

분석결과, 요인은 두 가지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6

개의 변수가 한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Eigen 

values는 4.073, 분산 설명력은 50.914%로 나타났다. 요

인에 한 명칭은 포함된 랜드 이미지 항목을 고려하

여 ‘도 (Challenge Spirit)’으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2

개의 변수가 한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Eigen 

values는 1.963, 분산 설명력은 24.533%로 나타났다. 요

인에 한 명칭은 포함된 랜드 이미지 항목을 고려하

여 ‘신뢰(Reliability)’로 명명하 다. 각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0.7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총분산 설명력은 75.446%, KMO값은 0.857로 나

타나 통계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다.

3. 군집분석과 판별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2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응답자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질 인 집단으

로 분류하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먼  계층  군

집분석을 통하여 유클라디안 거리와 함께 집단 간 평균 

결합법을 통해 3개의 군집이 하다고 단하 으며, 

계층  군집분석의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효 군집의 수를 3개

로 확정하 다. 각 군집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각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군집 1
n=88
(29.3%)

군집 2
n=98
(32.7%)

군집 3
n=114
(38.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8 55 41 42 61 54

여자 40 45 57 58 53 46

연령
20~24세 이하 39 44 54 55 42 37

25~29세 이하 49 56 44 45 72 63

직업

대학생 45 51 56 57 49 43

직장인 33 38 31 32 53 46

주부 및 기타 10 11 11 11 12 11

최근 3개월
박카스 구매 

여부

구매 36 41 53 54 59 52

비구매 52 59 45 46 55 48

각 군집의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을 나타내는 요

인 별 항목 수와 랜드 선호도, 구매의도, 추천의도

는 [표 4]와 같다. 

표 4. 지각된 브랜드 이미지 요인 항목 및 브랜드 선호도, 구

매의도, 추천의도 

구분

군집 1:
도  형
n=88
(29.3%)
평균

군집 2: 
신뢰 형
n=98
(32.7%)
평균

군집 3: 
이미지 
통합 형
n=114
(38.0%)
평균

요인1
(도전요인)

젊음 3.47 2.55 5.02

진취적 3.40 2.60 4.79

소통 3.41 3.49 5.17

혁신 3.05 2.73 4.72

열정 3.56 3.84 5.33

이십대 3.28 3.28 5.13

요인2
(신뢰요인)

친근 4.31 6.52 6.22

믿음 3.64 5.46 5.66

브랜드 선호 4.24 4.91 5.60

구매의도 3.95 4.74 5.58

추천의도 3.66 4.32 5.38

지각된 랜드 이미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도출된 군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군집분석의 타당

성을 분석하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 다.

별분석결과, 정 상 계는 별함수 1이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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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함수 2가 0.727로 비교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별함수 1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61.7%를 설명하고 

별함수 2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38.3%로서 2개의 별

함수가 총 분산의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래의 집단 이스  98.3%가 올바로 분류되었

다.

표 5. 판별분석을 통한 군집분석의 타당성 검증

함수 고유값
분산
비율
(%)

정
상

wilk's 
람다

X2
유의
확률

1 1.804 61.7 .802 .168 528.347 .000

2 1.119 38.3 .727 .472 222.619 .000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요인 함수 1 함수 2

도전 -.525 .859

신뢰 .914 .422

*원래의 집단케이스 중 98.3%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음

3. 분산분석과 가설검증

각 군집별 랜드 선호도  구매의도, 추천의도의 

차이에 해 분산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군집별 브랜드 선호도, 구매의도, 추천의도의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율

브랜드
선호도

집단-간 93,308 2 46.654
33.
748

.000집단-내 401.572 297 1.382

합계 503.880 299

구매
의도

집단-간 132.100 2 66.050
36.
997

.000집단-내 530.230 297 1.785

합계 662.330 299

추천
의도

집단-간 153.039 2 76.520
44.
409

.000집단-내 511.747 297 1.723

합계 664.787 299

랜드 선호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F=33.748, p< .01). 둘째 

구매의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F=36.997, p< .01). 마지막으로 추

천의도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F=44.409, p< .01). 

그림 2.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이 랜드 효과

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는 연구로서, 지각된 

랜드 이미지는 기업 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이를 

실제로 소비자가 느낀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한 랜드 효과로는 랜드 선

호도와 행동의도에 해당하는 구매의도와 추천의도를 

각각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이에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 별 

랜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둘째, 지

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 별 구매의도에 차이가 나타남

을 확인하 다. 셋째,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 별 추

천의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지각된 랜드 

이미지 유형별로 보면 ‘도  형’ 보다는 ‘신뢰 형’이 높

은 값을 보 으며 이 두 유형 보다는 ‘통합 형’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랜드 이미지라는 개념에 있어 실

제 소비자에게 지각된 랜드 이미지가 랜드 효과에 

미치는 유형 별 차이에 해 살펴볼 수 있는 것에 의의

를 가질 수 있다.

세부 으로 보자면, 먼  ‘도  형’의 경우 국토 장

정 캠페인 등에서 비롯된 이  이미지 인식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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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며, 신뢰  친근한 이미지 형성을 한 메시지

와 이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뢰 형’의 경우 고 내용에 

가장 극 으로 공감하는 세 로 악되나 음과 진

취 , 신 항목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회복 

음료의 활력 있고 도  이미지 형성을 한 커뮤니

이션과 랜드 경험의 제공이 주효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통합 형’의 경우 도  형과 신뢰 형이 합쳐

진 개념으로서 고에 공감하며 랜드와 일체감 형성

이 된 것으로 단된다. 이것은 랜드 유형별 지각이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랜드에 한 계  수 의 

차이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도  형’의 경우 랜드

에 한 피상  이해의 수 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신

뢰 형’의 경우 랜드에 한 공감과 이해의 수 이 더 

깊게 자리 잡혔으며, ‘통합 형’의 경우 극 인 자아 일

체감이 형성되었음을 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소비자 유형별 랜드 지각은 계 

수 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악했다는 과 

랜드 이미지 유형을 실제 소비자를 상으로 하여 지각 

유형과 수 에 한 탐색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랜드 이미지의 요성이 강조됨에

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의 지각 차원에서 실증  분석

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랜드 이미지 유형 별 랜드 효과는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소비자 지각 심의 랜드 이미지 

리를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소비자의 랜드 

 빈도  경험 수 , 기존 랜드 태도와 계 수  

등을 사 에 악하지 못한 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이

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시장 세분화 에서 각 유

형 별 집단의 특성을 좀 더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 개발과 사  태도  계 수 에 따른 랜드 이

미지의 지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연구를 기 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박카스 고 캠페인의 핵심 

타겟인 20 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가 다

소 부족할 수 있는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 연령

과 직업별 특성을 반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랜드 이미지의 

조  역할을 심으로 랜드 선호도와 함께 행동의

도로서의 구매의도와 추천의도를 분석했는데, 향후 연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랜드 효과 변수들에게 미치는 

조  효과와 함께 매개  효과에 한 연구가 진행된

다면 랜드 이미지에 한 더욱 발 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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