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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가 의사결정 편의성,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global airline alliance’s brand credibility on decision convenience,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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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에 있어 다양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항공사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는 신호로 작용하여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
다.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 의사결정 편의성,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의사
결정 편의성 및 브랜드 자산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첫째, 브랜드 신뢰도는 브랜드
효용을 향상시켜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소비자가 구매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감소시켜 의사결
정 편의성에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둘째,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는 않았으나 브랜드 자산 및 의사결정 편의성에 의해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브랜드 제휴
맥락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신호이론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는데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항공동맹의 브랜드가 보내
는 일관되고, 명확한 신호는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신호로 작용하였다. 또한 항공동맹과 회원 항공사의
공동마케팅 활동은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될 것이다. 개별 항공사가 홍보하는 상용고
객우대 혜택, 가격할인 등의 마케팅 활동과 항공동맹이 제공하는 통합된 상용고객우대 혜택, 항공편 연결의 편리
성, 공용라운지 이용 등의 홍보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식되어 브랜드 간에 이점을 더 강하게 해주는 전
략이 될 것이다.
핵심용어： 항공동맹, 신호이론, 브랜드 신뢰도, 의사결정 편의성, 브랜든 자산,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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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s actively utilize brands to reduce consumers' opinions on this matter. The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brand credibility of the global airline alliance is a signal that
reduces uncertainty in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and influences their purchase inten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credibility, decision convenience, brand equity, and purchase intention was
validated using structural model analysis, and the indirect effects of brand credibility and decision
convenience were validated using bootstrapping. First, brand credi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brand
equity by enhancing brand utility and demonstrat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cision convenience by
reducing the effort and time spent by consumers during the purchasing process. Second, the brand
credibility of the airline alliance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purchase intentions of consumers.
However, brand equity and decision convenience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because it explains brand credibility in the context of brand alliance using signal theory.
Even in brand alliances, brands' consistent and clear signals served to reduce consumer uncertainty.
Moreover, joint promotional activities between the airline alliance and its member airlines will be a
differentiating strategy for enhancing brand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Differentiated services in the
market include marketing activities such as frequent flyer benefits and price discounts promoted by
individual airlines, as well as the integrated frequent flyer benefits provided by airline alliances, the
convenience of connecting flights, and their members' lounge use. It will be a strategy with the potential
to enhance the cross-brand advantage.
Keywords: Global airline alliances, Signaling theory, Brand credibility, Decision convenience, Brand equity,
Purchase intentions

Ⅰ. 서 론

& Feng, 2016).
항공동맹은 글로벌 항공사가 전략적 목표를

기업은 시장에서 브랜드 연상과 브랜드 자산

실현하고, 항공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을 강하게 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간에 제휴를 하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제휴를 맺은 것을 의미한

게 된다(Vaidyanathan & Aggarwal, 2022).

다(Seo & Itoh, 2020). 항공동맹에 가입한 회

이러한 전략적 브랜드 제휴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원 항공사들은 공항라운지 시설, 상용고객우대제

자산을 가지거나 비슷한 강점을 가진 브랜드 브랜

도의 혜택, 통합 마일리지 적립, 항공편 연결 등

드끼리 결합을 통해 이점을 얻게 된다(Gammoh

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유한다(Peng & Lu,

et al., 2006). 최근 다른 분야의 사업들과 마찬

2022). 항공사 간의 전략적 제휴가 많을수록 항

가지로 항공산업도 글로벌 브랜드 간의 치열한

공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이윤을 크게 할 뿐

경쟁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는 여러 브랜드에 노

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증가하여

출되기 쉬워졌으며, 이용하는 항공사를 선택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다(Peng & Lu, 2022;

폭도 넓어졌다(변효정, 이병철, 2020; 이선민, 서

Zou & Chen, 2017). 대표적인 글로벌 항공동

원석, 2019). 이러한 항공산업에서 브랜드 제휴

맹으로는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스카

는 브랜드 관리전략에 중요한 마케팅으로 사용되

이팀(SkyTeam), 원월드(Oneworld)가 있으며,

고 있으며, 대표적인 브랜드 제휴로 항공동맹

각각 26개, 19개, 14개의 회원 항공사와 제휴를

(global airline alliances)을 들 수 있다(Chung

하고 있다(https://www.staralliance.com,

글로벌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가 브랜드 자산, 의사결정 편의성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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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kyteam.com, https://www.on

et al., 2018). 즉, 브랜드는 신호로 작용하여

eworld.com). 이 대표적인 3개의 항공동맹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

국제항공여객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www.ia

고 구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ek & King,

ta.org), 이러한 브랜드 제휴는 국제항공시장에

2011).

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전략으로 사
용되고 있다(Chung & Feng, 2016).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느끼
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공동맹의 많은 연구는 경제적 및 전략적 이

(Erdem & Swait, 2004). 소비자들은 신뢰할

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항공동맹의 브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해 높게 평가하여 가격에 대

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식 연구는 부족하다(Chung

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구매결정 과정에

& Feng, 2016; Wang, 2014). Wang (2014)

서도 정보의 수집 및 의사결정 시간에 드는 시간

은 항공동맹의 브랜드자산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 짧기 때문이다(Akdeniz et al., 2012; Erdem

브랜드자산은 브랜드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어

et al., 2002). 또한 브랜드 신뢰도는 특정 브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

랜드를 구매해온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소비자의

다. Chung and Feng (2016)은 항공동맹의

기억으로 설명되어지며, 이러한 소비자의 기억은

브랜드와 회원 항공사 간의 후광효과와 보증관계

브랜드에 대한 강한 연상으로 작용하여 브랜드

를 연구하였는데 항공동맹의 이미지와 회원 항공

자산의 기여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Spry et al.,

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서로 다르게 측정되었으나

2011; Sweeney & Swait, 2008). 여러 연구

항공동맹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고객은 제휴

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의 구매과정을 설명

회원사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

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Baek & King,

타났다. López-Bonilla and López-Bonilla

2011; Dwivedi et al., 2018; Erdem & Swait,

(2013)는 항공동맹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연구

2004).

하였는데 원월드와 스카이팀은 소비자가 생각하

이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제휴 맥락에서 브랜

는 것과 유사한 반면에 스타얼라이언스는 저비용

드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항공사와 비슷한 포지셔닝을 보였다.

검증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signaling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결정에 있어 여러 가

theory)에 근거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항공사가

지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Jeng, 2016). 예

고객에게 보내는 브랜드 정보에 대한 신호로 사

를 들어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안전성

용하였다. 첫째,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가

및 보안, 항공편 지연, 수하물 취급의 안전성 등

의사결정 편의성,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 및

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경험한다(Wu & Cheng,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2013 ). 이러한 불확실성은 서비스 제공자가 소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항공동맹의 브랜

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데서 오는 정보

드 자산 및 의사결정 편의성이 제휴 항공사의

의 비대칭에 의해 발생된다(Erdem & Swait,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2004).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다. 셋째,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가 제휴

해 기업은 브랜드를 신호로 사용하여 서비스품질

항공사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결정

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편의성 및 브랜드 자산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고

고 노력한다(Connelly et al., 2011; Rahman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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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신호이론은 브랜드 신뢰도의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Baek & King, 2011; Dwivedi

1. 신호이론

et al., 2018; Erdem et al., 2006; Singh &
Banerjee, 2021). Erdem et al. (2002)은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보다 상대

브랜드 신뢰도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적으로 적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신호이론은 정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 신호의 핵심요소이며, 소

보가 많은 생산자나 기업에게서 정보가 부족한

비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의사결정 과정에도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는

(Erdem & Swait, 2004). 이러한 정보의 비대

정보검색 비용 및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신

칭으로 인해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호로 사용된다(Jain et al., 2022).

제품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Kirmani
& Rao, 2000; Martín & Camarero, 2005).
즉, 소비자들은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품질과

2. 브랜드 신뢰도와 의사결정 편의성 및
구매의도의 가설설정

가격에 대한 정보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로 다른 서비스나 제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이득

1)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의 관계

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정보의

브랜드 신뢰도는 기업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

공할 것이라는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소하기 위해 브랜드를 활용한다. 브랜드는 고객

대한 신뢰성을 의미하며, 진실성과 전문성의 두

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이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Erdem & Swait,

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신뢰성 있는 요소로 작용

1998, 2004). 진실성은 기업이 약속한 것을 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Erdem & Swait, 2004;

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전문성은 약속한 것

Dwivedi et al., 2018).

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한다. 신

신호전달이론에 따르면 신호 전달자, 신호, 수

호이론에 의하면 진실성 및 전문성은 소비자의

신자의 3가지 요소로 나누어지며, 기업의 활동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감소

은 경영자들이 회사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신

시키는 지표나 정보로 사용된다(Dwivedi et

호를 고객에게 보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al., 2018). 이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항공

(Connelly et al,, 2011; Rahman et al,, 2018).

사를 이용해온 경험에서 얻은 신뢰도를 말한다

브랜드에서 신호는 관찰하기 힘든 품질에 대한

(Jeng, 2016). 이처럼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판매

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Rao et al.,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1999). 여러 연구에서 브랜드는 품질에 대한 불

관계로 요약된다(Sweeney & Swait, 2008).

확실성 감소시키는 신호로 사용되었다(Erdem

달리 말하면, 브랜드 신뢰도는 브랜드 경험에 대

& Swait, 1998; Dwivedi et al., 2018; Singh

한 소비자의 기억으로도 설명된다(Erdem et

& Banerjee, 2021). 왜냐하면, 기업이 시장에

al., 2002). 이 연구는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

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

도를 항공권 구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의사결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브랜드를 손상시

정에 편의를 높이고, 구매를 이끌어 내는 신호로

키려 하지 않는다(Kirmani & Rao, 2000).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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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뢰도은 소비자의 소비경험과 브랜드

비스 산업에서 편의는 의사결정, 접근, 거래, 혜

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

택, 사후 편익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된다( Erdem & Swait, 1998). Dwivedi et

(Berry et al., 2002; Colwell et al., 2008;

al. (2018)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브랜

Roy et al., 2018). 먼저 의사결정 편의성은 고

드가 약속한 서비스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음을

객이 구매결정 및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때 절약

주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진 소비자는 가격의

되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접근 편

민감도에도 지불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은 고객이 서비스 업체와 접촉 및 서비스를

Baek and King (2011)은 서비스 브랜드 맥락

제공 받는 위치에 도착하는데 절약된 시간과 노

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연구하였는데, 브랜드 신

력을 말한다. 거래 편의성은 서비스 기업과 거래

뢰도는 지각된 품질 및 가치, 정보비용을 줄여주

를 체결하는데 절약한 시간과 노력을 반영한다.

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킴

혜택 편의성은 서비스의 핵심 혜택을 받는데 절

으로써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강한 구매의도에

약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사후 편익의 편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브랜드 신뢰도

성은 고객이 서비스 업체와 연락을 유지 및 구매

는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주어 구매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약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aek

뜻한다. 이 연구는 Berry et al. (2002)가 제

& King, 2011; Dwivedi et al., 2018; Erdem

안한 서비스 편의성의 다차원 개념 중에 의사결

et al., 2006). Kao et al. (2020)은 항공사

정 편의성에 초점을 두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의사결정 편의성은 소비자의 구매행동 과정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

서 결정을 쉽게 하여 지각된 시간 및 노력을 줄

로 항공동맹을 이용해온 고객들은 브랜드가 약속

여준다(Berry et al., 2002). 소비자는 구매

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전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시간과

있다고 믿으면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할

노력을 소비하는데(Baek et al., 2010), 이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가설1을 설정한다.

한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에 가지는 신뢰
도는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거

가설 1.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는 제휴 항

나 잘 모르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 경우보다 쉽

공사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게 결정하게 해준다(Seiders et al., 2007).

줄 것이다.

즉, 브랜드가 보내는 신호가 일관성, 명확성, 브

2) 브랜드 신뢰도와 의사결정 편의성의 관계

랜드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고 믿는 소비자
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게 되어 의사

서비스 편의성(service convenience)은 소

결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게 된다

비자가 서비스를 이용 및 구매에 드는 시간 및

(Erdem et al., 2006). Jeng (2016)의 연구

노력의 절약을 의미한다(Berry et al., 2002).

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의사결정 편의성에 직적접

서비스 편의에서 절약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인 영향을 주었으며,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활동의 절약을 포함한다(Roy et al., 2018). 이

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2와 가설3을

처럼 서비스 편의성은 구매 전, 소비 및 구매 후

설정한다.

단계에서 시간과 노력의 투자로부터 얻어진 내재
적 가치를 반영한다(Nguyen et al.,2012). 서

가설 2.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는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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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연결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

것이다.

다. 이것은 단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뿐

가설 3. 의사결정 편의성은 항공동맹의 브랜

만 아니라 구매와 연관된 제품의 퍼포먼스, 품질,

드 신뢰도가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이미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Keller (1993)

미치는 정(+)의 효과를 매개한다.

은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
도의 구성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브랜드 인지도는

3) 의사결정 편의성과 구매의도의 관계

소비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브랜드를 인식하는 능

의사결정 편의성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

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Colwell et al., 2008). 소

기억 속에 형성된 정보와 다른 저장된 정보의 연

비자들은 구매에 있어 가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결에 의해 표현되는 소비자의 지각이라 하였다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 최근

(Aaker, 1996; Keller, 2013). 즉, 브랜드 자

의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

산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이며, 강하

며, 삶의 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Roy et

고, 독특한 연상을 기억에 가지고 있을 때 발생

al., 2017). 구매과정에 있어 서비스 업체가 제

된다(Keller, 2013).

공하는 편의성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만

Erdem and Swait (2016)은 일관성을 브랜

족, 긍정적 구전,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

드 신뢰도에 대한 호의적인 연상이라 하였다.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재현, 이형룡, 2019;

즉, 브랜드가 보내는 메시지가 일관되고, 약속한

Berry et al., 2002; Jeng, 2016; Roy et al.,

것을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이며, 명확성을

2018). 여러 연구에서 의사결정 편의성은 소비

가질 때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보다 강하고, 호의

자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

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Roy et al.,2018; Seiders et al. 2007).

(Erdem & Swait, 2004; Sarker et al.,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항공사 구매결정에 있어 시

2021). 항공사 고객들은 항공권을 예매하고, 비

간과 노력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구매

행기에 탑승하여 서비스를 받으며, 공항 도착까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4를 설정하

지 다양한 서비스 접점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였다.

접점에서 브랜드가 약속된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
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이 브랜드가 최적

가설 4. 의사결정 편의성은 제휴 항공사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다(Erdem & Swait, 2016).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은 브랜드 자산의 선행변수로 확인되었다

3. 브랜드 신뢰도와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의 가설설정

(Sarker et al., 2021; Singh & Banerjee,
2021; Spry et al., 2011). 즉, 소비자들이 브
랜드에 가지는 신뢰도는 지각된 긍정적 품질, 속

1) 브랜드 신뢰도와 브랜드 자산의 관계

성 및 효용에 대한 결과로 인식되며, 브랜드 자

Keller (1993)은 브랜드 자산을 소비자들이

산을 향상시키게 된다(Spry et al., 2011).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특정

Singh and Banerjee (2021)의 연구에서 브

브랜드에 대해 형성된 지식이라 하였다. 또한 브

랜드 신뢰도는 고객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랜드 자산을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와

하며, 브랜드 자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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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Seo and Park (2018)은 항공사 브랜

이 커지게 된다(Yoo et al., 2000). 더욱이 소

드 자산은 마케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비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브랜드 제

소비자의 긍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매

휴에 속하게 되면, 잘 모르는 브랜드에 대해 높게

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하게 된다(Chung & Feng, 2016; Gammoh

가설5와 가설6을 제안한다.

et al., 2006). 이는 개별 항공사들의 마케팅보
다 통합된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의 기억에 쉽게

가설 5.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는 항공동

남기 때문이다(Desai & Keller, 2002). 이선

맹의 브랜드 자산에 정(+)의 영향을

민, 서원석 (2019)의 연구에서 항공동맹의 브랜

줄 것이다.

드 자산은 브랜드 충성도를 이끌어 내는 요인으

가설 6.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은 항공동맹

로 작용하였다. Wang (2014)의 항공동맹에 관

의 브랜드 신뢰도가 제휴 항공사의

한 연구에서도 브랜드 자산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매개한다.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7을 설정한다.

2) 브랜드 자산과 구매의도의 관계

가설 7.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은 제휴 항공

항공동맹은 항공편 연결의 편리성, 상용고객

사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우대 혜택, 제휴 항공사 간에 통합된 마일리지

것이다.

적립 등의 공동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
한 마케팅 활동의 핵심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

Ⅲ.연구방법

는데 있으며, 구축된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를 유
지 및 참여 시켜 구매결정에 영향을 준다(Foroudi
et al., 2018; Yoo & Donthu, 2001). 항공

1. 연구설계

산업에서 강력한 브랜드는 항공권 예약에 있어
다른 브랜드 보다 높은 선호를 보이게 된다(허서

이 연구는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가 의사

영, 전병길, 2020; Sarker et al., 2021). 즉,

결정 편의성,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브랜드 자산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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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

Ⅳ. 연구 결과

자가 항공권 구매과정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불
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신호로 제안하였다. 즉,

1. 표본의 특성

항공동맹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가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쉽게 하여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
자가 53%로 여자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

2. 표본선정 및 측정도구

령은 41~50세(35%)와 31~40세(36.3%)로
표본의 71.3%를 차지하였으며, 결혼여부는 기

이 연구는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가 의사

혼이 57.3%로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 편의성, 브랜드 자산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9%로 가장 높

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설계를 하였다. 설문은 최

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사무 관리직이 57.3%,

근 1년간 항공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연간소득은 3000만원~5000만원 33.3%로 가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설문 전에 이 조사는 항

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공사 이용 특성을

공동맹의 브랜드에 대한 설문임을 설명하였다.

보면, 항공기 탑승목적은 여행이 76.7%로 높은

스크리닝 문항은 주로 이용하는 항공동맹에 관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간 탑승빈도는 2~3회

질문하였으며,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 스카이

(45%)가 가장 많았다. 주로 이용하는 항공동맹

팀, 없음”의 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은 스카이팀이 51.3%로 가장 높았고, 스타얼라

주로 이용하는 항공동맹이 “없음”을 선택한 표본은

이언스 46.3%, 원월드 2.3% 순이었으며, 누적

응답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마일리지는 5만~10만 마일(24.3%)이 가장 높

1월 02일부터 2019년 1월7일까지 6일간이었

게 나타났다.

으며, 온라인 조사업체를 이용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은 320명에게 실시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300부를 실증분석
에 이용하였다.

2. 측정모형분석분석
이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설문지 구성은 브랜드 신뢰도 5문항, 브랜드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자산 6문항, 의사결정 편의성 4문항, 구매의도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

3문항과 항공기 탑승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구성하였다. 브랜드 신뢰도는 Erdem and Swait

적합도 지수는 χ2=295.129, d.f =126, χ2/d.f

(2004), 브랜드 자산은 Aaker (1996)와 Foroudi

=2.342, p = 0.000, AGFI = 0.855, NFI

et al. (2018), 의사결정 편의성은 Seiders et

=0.921, CFI =0.953, NFI = 0.921, IFI

al. (2007), 구매의도는 Jung (2016)의 연구를

=0.953, TLI= 0.943, RMSEA = 0.067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구성개념은

나타났다. NFI, CFI, NFI, IFI, TLI,의 지수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가 0.9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GFI의 지수가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0.8 이상을 보여 구조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확

항공사 이용에 관한 특성은 명목척도를 사용하

인되었으며(Gefen et al., 2000), RMSEA의

였다.

값이 0.051로 0.09 이하로 나타나 측정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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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300)
구분

빈도(명)

비중(%)

성별

구분

빈도(명)

비중(%)

연간 소득

남자

159

53.0

30,000,000 원 이하

64

21.3

여자

141

47.0

30,000,001 ~ 50,000,000 원

100

33.3

50,000,001 ~ 70,000,000 원

64

21.3

72

24.0

연령
20~30세

52

17.3

70,000,001 원 이상

31~40세

109

36.3

탑승 목적

41~50세

105

35.0

여행

230

76.7

51세 이상

34

11.3

회사 업무

54

18.0

기타

16

5.3

미혼

127

42.3

최근 1년간 항공기 이용 빈도

기혼

172

57.3

이혼

1

.3

21

7.0

결혼여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회

13.3

135

45.0

4~5회

67

22.3

6~7회

25

8.3

33

11.0

55

18.3

8회 이상

177

59.0

항공동맹

47

15.7

Star Alliance

139

46.3

Sky Team

154

51.3

39.7

One Word

7

2.3

직업
사무직

40

2~3회

119

자영업

35

11.7

주로 이용하는 항공동맹의 누적 마일리지

학생

34

11.3

20,000 마일 이하

56

18.7

전문직

31

10.3

20,001 ~ 50,000 마일

61

20.3

서비스직

28

9.3

50,001 ~ 100,000 마일

73

24.3

주부

25

8.3

100,001 ~200,000 마일

52

17.3

기타

28

9.3

200,001 ~500,000 마일

34

11.3

500,001 마일 이상

24

8.0

적합함을 보였다(Hu & Bentler, 1999).

해 Cronbach’s α와 합성신뢰도(CR)를 이용하

먼저 측정문항의 요인적재치가 0.6, 합성신뢰

였다. 모든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값과 합성

도(C.R) 값이 0.7,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신뢰도(CR)의 값이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

을 검증하였다(Hair et al., 2013).

다(Hair et al., 2013). 다음으로 <표 3>은 구
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의 값과 상관계수를 제

3. 구조모형 분석

시하였다. 모든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값이 각각
의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보다 작은 것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모형의 신뢰성과 타

을 보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Fornell &

당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하였으므로

Larcker, 1981). 측정문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

구조모형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개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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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표준요인
적재량

측정항목

tvalues

CR

AVE

α

0.894

0.63

0897

0.862

0.512

0877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

0.844

약속 이행에 대한 믿음이 생김

0.821

13.422
13.095

서비스 불만처리에 대한 믿음

0.784

12.559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

0.755

16.561

믿을 수 있는 명성이 있음

0.704

13.095

가장 먼저 떠오름

0.831

12.368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브랜드

0.811

12.136

로고를 빨리 알아볼 수 있음

0.717

10.953

매우 인기가 있음

0.704

10.769

선두 브랜드

0.669

10.301

좋은 평판이 있음

0.664

10.768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움

0.844

17.178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를 쉽게 결정함

0.833

16.854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를 빠르게 결정함

0.828

16.005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쉽게 결정내릴 수 있음

0.803

16.006

앞으로도 제휴 회원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것임

0.854

14.673

제휴 회원사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임

0.797

13.823

제휴 회원사의 항공권 구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함

0.769

14.673

의사결정 편의성

0.894

0.677

0896

0.839

0.635

0848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주 1) 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α= Cronbach’s.
2
2
2) Goodness-of-fit statistics: χ =295.129, χ /d.f =2.342, p = 0.000, AGFI = 0.855,
NFI =0.921, CFI =0.953, NFI = 0.921, IFI =0.953, TLI= 0.943, RMSEA = 0.067.

<표 3> 상관관계 및 타당도 분석결과
요인

(1)

(2)

(3)

(1)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794

(2)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

.699**

.716

(3) 의사결정 편의성

.658**

.648**

.823

(4)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563**

.646**

.627**

(4)

.797

평균

표준편차

5.342

0.812

5.336

0.842

5.155

0.891

5.277

0.915

주: 대각선의 굵은 부분은 AVE의 제곱근 값임 (**p < 0.01).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χ2= 288.715, df= 126, χ2/d.f = 2.291,

구조모형 분석은 AMOS 22를 이용하였으며,

p = 0.000, AGFI =0.863, NFI = 0.923,

Maximum Likelihood Method로 하였다. 이

TLI = 0.945, IFI=0.955, CFI = 0.955,

연구의 가설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는

RMSEA = 0.066으로 나타났다. NFI, TLI,

<표 4>와 같다. 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IFI, CFI의 지수가 0.9 이상, AGFI의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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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상으로 나타나 구조모형분석에 적합함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 가설 4와 가설 6도 채택

보였다(Gefen et al., 2000).

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신뢰도(β = 0.850,

다음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t-value = 10.492, p < 0.001)가 브랜드 자

먼저 브랜드 신뢰도(β = -0.154, t-value =

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0.974)와 구매의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5도 채택되었다.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도(β = 0.781, t-value = 11.154, p <

4. 다중매개효과 분석

0.001)가 의사결정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이 연구에서는 브랜드 자산 및 의사결정 편의

편의성(β = 0.417, t-value = 4.470, p <

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0.001)과 브랜드 자산(β = 0.594, t-value

활용하였다. 간접효과의 검증방법은 부트스트래

= 4.351, p < 0.001)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핑(bootstrapping) 5000회를 사용하였으며, 95%

<표 4> 경로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t-values

p-values

0.184

-0.974

0.330

가설 1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가설 2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 의사결정 편의성

0.781***

0.087

11.154

0.000

가설 4

의사결정 편의성 →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0.417***

0.087

4.470

0.000

가설 5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

0.850***

0.084

10.492

0.000

가설 6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 →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0.594***

0.153

4.351

0.000

2

-0.154

표준
편차

2

주: χ = 288.715, df= 126, χ /d.f = 2.291, p = 0.000, AGFI=0.863, NFI = 0.923, TLI = 0.945,
IFI=0.955, CFI = 0.955, RMSEA = 0.066, * p <.05, ** p <.01, ***p <.001.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 p <.05, **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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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사결정 편의성 및 브랜드 자산의 다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간접효과

표준편차

Lower
Bounds

╺

Upper
Bounds

가설 3: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 의사결정 편의성
→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0.311

0.157

0.303

╺

0.811

가설 6: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 → 항공동맹의 브랜드
자산 → 제휴 항공사의 구매의도

0.533

0.100

0.146

╺

0.469

경로

표준화 총 간접효과

0.720

신뢰구간에 ‘0’의 포함유무로 유의성을 검증하였

을 검증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다(Hayes, 2009; Mallinckrodt et al., 2006).

소비자의 정보검색 비용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감

다음 <표 5>는 브랜드 자산 및 의사결정 편의

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성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브랜드 신뢰도가

신호이론으로 설명되어 왔다(Baek & King, 2011;

구매의도에 미치는 표준화된 총 간접효과는 0.720

Erdem et al., 2006; Singh & Banerjee,

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설 3을 보면, 브랜드 신

2021). 이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가

뢰도와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편의성의

기대하는 브랜드 효용을 향상시켜 브랜드 자산을

간접효과는 0.311이며, 신뢰구간의 하한 값

높이고, 구매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어 항

(0.303)과 상한 값(0.811) 사이에 ‘0’을 포함하

공사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 주는 핵심

지 않아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어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완전 매개하는 것을 보였다. 다음 가설 6을 보

첫째, 브랜드 신뢰도는 의사결정편의성에 긍

면,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브랜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드 자산의 간접효과는 0.533이며, 신뢰구간의

구매할 때 안전, 전문성 및 항공기 지연 등과 같

하한 값(0.146)과 상한 값(0.469)의 구간에 ‘0’

은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김용

을 포함하지 않아 5% 유의수준에서 완전매개

일, 2018; Medina-Muñoz et al., 2018). 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신뢰도는 브랜드가 약속한 서비스를 지키려
는 의지와 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의미
하며, 브랜드에 대한 믿음으로도 설명된다(Erdem

Ⅴ. 결 론

& Swait, 2004; Kao et al., 2020). 이러한
믿음은 소비자들의 구매과정에 느끼는 어려움을

1. 연구결과

줄여주어 의사결정에 쉽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 편의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이 연구는 항공사의 브랜드 제휴 맥락에서 브

인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구매 결

랜드 신뢰도, 의사결정 편의성, 브랜드 자산, 구

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매의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 보내는 정보가 구매 결정을 쉽게 하면, 소비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는 소비자의 불확실성

자들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

을 감소시켜 주는 신호로 작용하여 제휴 항공사

이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시간과

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노력을 최소화하여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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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7). 이전의 연구에서도 의사결정 편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Lu & Yang, 2022).

의성은 소비자의 충성도, 긍정적 입소문을 영향

이 연구에서도 항공동맹에 대한 신뢰도만으로 제

을 미친다는 문헌과 일치하게 나타났다(Roy et

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

al., 2018; Seiders et al., 2007).

타났다.

셋째, 브랜드 신뢰도는 브랜드 자산에 정의 영
향관계를 보였다. 고객들은 항공 서비스 경험을

2. 연구의 시사점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오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브랜드

1)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자산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브랜드 신뢰도를 브랜드 제휴의 맥

즉, 항공동맹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 고객들은 이

락에서 적용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브랜드가 약속된 품질을 제공 및 수행능력이 있

항공동맹에 대한 고객기반 브랜드 연구는 브랜드

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브랜드에 대한 효용이

태도, 브랜드 선호, 브랜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

높아지는 것이다.

구되어 왔으나(Chung & Feng, 2016; Wang,

넷째, 브랜드 신뢰도는 브랜드 자산 및 의사결

2014), 이 연구는 Baek and King (2011)과

정 편의성에 완전매개하여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Erdem et al. (2006)의 신호이론에 근거하여

영향을 주었다. 이는 특정 항공사를 구매하려는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를 소비자의 구매과정

고객들은 브랜드 신뢰도, 브랜드 자산, 의사결정

에 적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편의성의 여려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이 연구는 항공사 간의 브랜드 제휴에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브랜

대한 신뢰도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드에 대해 문제 발생 시에 해결 능력이나 보상을

이해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브랜드가 보내는

받을 가능성이 높게 인식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신호가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을 높게 인식하여 항공사 선택에 대한 의도

고 믿는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을 쉽게 하여 구매

를 가지기 때문이다.

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여러 연구에

다섯째, 항공동맹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는 제

서 브랜드 신뢰도는 신호이론으로 브랜드와 연관

휴 항공사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된 현상을 설명해왔다(Baek & King, 2011;

못했다. Chung and Feng (2016)의 연구에서

Dwivedi et al., 2018; Erdem et al., 2006;

도 항공동맹에 대한 태도는 제휴 항공사의 구매

Kao et al., 2020). 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현지의 지

품질을 제공하지 않아 비난받는 브랜드는 소비자

배적인 항공사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 구매에 효과적인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반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제휴 브랜

신뢰도가 강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구매에 신호로

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고 개별 항공사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브랜드에 있어서

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에 제휴 브랜드를 인식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얼마나 일관되고, 명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객들은 제휴 항공사

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간의 다른 수하물 규정, 기내 서비스 직원의 친

둘째, 글로벌 항공사 간의 브랜드 제휴에 대한

절도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항공

고객들은 항공사 간의 브랜드 제휴가 선호하는

동맹의 소비자 관점의 연구는 브랜드 자산, 브랜

항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드 선호, 브랜드 태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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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 왔다(Chung & Feng, 2016; Wang,

지, 통합된 마일리지 적립 혜택, 서비스 네트워

2014). 이 연구는 항공동맹의 기존의 소비자 관

크 공유 등의 통합된 편리성을 멤버쉽 고객에게

점의 연구를 브랜드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결정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은 항공시장에서 차별화된

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장하여 연구하였다는

서비스로 작용하여 회원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

데 이론적 의미가 있다.

시켜 준다(Wang ,2014). 더욱이 비슷한 자산
을 가진 브랜드 간의 결합은 브랜드 간에 이점을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더 강하게 해준다(Gammoh et al., 2006).

브랜드 신뢰도는 마케팅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왔으나 브랜드 제휴맥락에서 소비자의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구매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항공사 브랜드 관리자에게

이 연구는 항공동맹의 브랜드 신뢰도를 소비

브랜드 제휴의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과정에 미

자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다

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무

음과 같은 한계와 제안이 있다.

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항공동맹과 현지 회원 항

첫째, 항공동맹의 브랜드 관리에 있어 상용고

공사와의 브랜드 신뢰도, 브랜드 자산에 대한 소

객우대혜택, 마일리지 통합 서비스 등의 커뮤니

비자의 인식을 비교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케이션을 포함하는 마케팅결정에 일관성을 유지

는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해서 제휴브랜드의 후

해야 한다. Baek and King (2011)은 기업의

광효과가 어느 방향을 띄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브랜드 마케팅믹스 전략의 일관성이 브랜드 신뢰

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제휴브랜드를 인식하

도 형성에 전제 조건이라 하였다. 항공사와 같은

는 크기는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

서비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은 브랜드 관

다(Gammoh et al., 2006; Vaidyanathan

리의 일관성에 의존하게 된다(Jeng, 2016). 항

& Aggarwal, 2022). 더욱이 강한 브랜드와

공동맹은 여러 채널을 통해 광고, 로고, 사회적

약한 브랜드가 제휴하여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경

공헌 등의 마케팅 활동을 홍보한다. 이를 통해

우 약한 브랜드가 가지는 혜택이 더 적을 수 있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일관성을 가질 때

다(Vaidyanathan & Aggarwal, 2022).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구매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인차에 대한 변수를 고려
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에 고려되

둘째, 항공동맹과 제휴 항공사의 공동마케팅

는 여러 변수로 확장하여 연구해야한다. 소비자

활동은 항공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들은 항공권 구매결정에 있어 적립된 마일리지,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항공산업 전반

멤버쉽 혜택, 구매 시 적용되는 가격할인율 등의

에 걸쳐서 저비용항공사와 신규 대형항공사로 인

여려 변수를 고려하여 구매하게 된다. 즉, 어떤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비

고객들은 항공권 구매에 있어 가격할인과 마일리

슷한 수준의 항공사끼리 홍보하는 가격이나 상용

지 적립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고객우대 프로그램의 마케팅 활동의 차이를 인식

멤버쉽 항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고려하여 구매

하지 못한다(Erkmen & Hancer, 2015). 항

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

공동맹은 항공편 연결, 제휴 항공사의 공항라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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