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색조화장품 시장은 대량 소비 시대에서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로 

변화하는 구매 패턴의 변화에 따른 시장 재편의 강화가 급격히 요구

되는 가운데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니즈가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컨셉의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 색조화장품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화장품 모

기업은 패밀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화장품 시장점유율 

증가와 함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유 브랜드 포트폴리오 간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새로운 컨셉의 패밀리 화장품 브랜드 확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브랜드 확장은 소비자들의 신제품 수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모 브랜드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수행된 브랜

드 확장은 모 브랜드 자산 가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하여(Keller & 

Aaker, 1992), 기존 브랜드와의 유통망 공유와 촉진 비용 효율성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Morein, 1975)과 모 브랜드의 연상과 이미

지를 강화하고(Martinez et al., 2009), 후속 브랜드 확장에 대한 기

초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Kirmani et al., 1999) 모 브랜드의 인

지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지각된 불안을 감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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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Incorrect brand expansion could cause image failure of existing brands 
and create cannibalization among family brands. It could reduce sales and decrease 
market efficiency, bringing about a worst-case fatal loss scenario. Methods: This 
study used the Bass diffusion model, positioning map analysis, and cannibalization 
analysis by introducing a cross analysis to understand the cannibalization 
phenomenon within the field of color cosmetics. Specifically, we focused on 
subsidiaries of a big cosmetics company. W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286 
female college students who used color cosmetics. We then performed a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to carry out a 
demographic statistical analysis and biplot analysis. We also performed positioning 
map analysis and cross analysis to understand color cosmetics brand loyalty, 
transfer intention, breakaway rate, future market share rate, and the cannibalization 
phenomenon. Results: The Bass Diffusion Model for cannibalization analysis showed 
that cannibalization was present throughout all family groups. The cannibalization 
phenomenon happened only at MISSHA and A'fieu color cosmetics of Able C&C 
cosmetics brand, according to positioning map analysis. All of the cross-analysis 
estimation alternatives exhibited a cannibalization phenomenon. Conclusion: These 
results hold implications for expanded brand portfolio performance measures in an 
intensely competitive market, launching new products, launching new brands in the 
new market, analyzing the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with competitive brands, 
and developing strategies to defend canni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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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브랜드인 것처럼 차별화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기시장잠식

을 고려하여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차별화가 원래 목표한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브랜드는 유사성의 문제로 자기시장잠식(cannibaliz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Song, 2020), 본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positioning 상의 위치가 달라지는 브

랜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게 될 수 있다(Loken & John, 1993).

브랜드 확장은 많은 기업에서 성장 전략 근원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Tauber, 1988) 새로이 확장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

드에도 많은 재무적 이익을 주게 되며(Collins-Dodd & Louviere, 

1999; Vӧlckner & Sattler, 2006) 모 브랜드와 확장 카테고리간의 

유사성이 있을 때 브랜드 확장의 효율성이 더 높게 된다. 그러나 브

랜드 확장으로 인한 효율성은 높으나(Chu, 2005) 시장 경쟁우위를 

위해 시도한 브랜드 확장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84%가 실

패하게 되며(Tait, 2001) 브랜드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70% 정도는 일이 년 사이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실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확장된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Lee & Chang, 2007).

이와 같이 색조화장품 상품군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잘못

된 브랜드 확장으로 소비자에게 비차별적이며 서로 비슷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면 기존 제품의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매출

액의 감소와 함께 시장효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자

기시장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Buday, 

1989; Loken & John, 1993; John et al., 1998). 

본 연구는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잘못된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자

사의 기존 브랜드와의 자기시장잠식 및 브랜드 희석효과(Tauber, 

1988; Aaker & Keller, 1990)에 관한 연구로 지난해 국내 색조화장

품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룹의 이니

스프리 색조화장품과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 그리고 에이블씨엔

씨 화장품 그룹의 미샤 색조화장품과 어퓨 색조화장품을 연구대상

으로 설정하여 브랜드 확장 효율과 자기시장잠식에 대한 분석을 위

해 Bass 확산모형 분석과 positioning map 분석 그리고 교차분석을 

통하여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 간의 자기시장잠식과 경쟁 브랜드와

의 시장잠식 그리고 시장경쟁력 측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역효과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자기시장잠식에 관한 대부분의 국

내 연구는 컴퓨터와 통신판매시장(Shin, 1997; Lee et al., 1996)

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으며,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Song(2020)에 의해 자기시장잠식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색조화장품 브랜드 시장에서 자기시장잠식을 분

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고찰하며 이의 새로운 분석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의 접근방법으로는 Shin(1997)과 Song(2020) 등이 수행한 

자기시장잠식 연구를 위해 도입한 Bass (1969)확산모형을 도입하

여 Table 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Bass 확산모형이 제공하

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분석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Song (2020)

이 제안한 positioning map 분석을 실시하여 각 평가대안 브랜드의 

유사성과 선택속성의 차별화 정도를 Table 3과 Table 4의 좌표 값을 

가진 Figure 1과 같이 시각적으로 도출하여 자기시장잠식의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으며 Table 5와 Table 6과 같은 교차분석에 의한 색

조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현재시장점유율과 미래시장점유율의 분석

과 함께 충성도와 브랜드 전환행렬 분석을 통하여 자기시장잠식의 

분석과 Bass 확산모형 분석에 대한 검증도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

리오 구축을 위해 전개한 잘못된 패밀리 브랜드 확장전략으로 인

해 발생 가능한 자기시장잠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기시장잠식

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시설투자 및 제반 운영에 필

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투자 정책을 위해 필수적이며, 

Song (2020)이 제안한 것과 같이 시장경쟁우위를 위한 마케팅 비용

의 과도한 지출과 함께 매출액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경영환경에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

한 패밀리 브랜드 확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자료

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 대상의 표집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색조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산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측정 주요 변수의 응답 누락

과 복수 응답으로 인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86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위한 실

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시장잠식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연구 대상 화장품 기업의 색조화장품의 매출액 자료를 이

용하여 Bass 확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항목 및 내용

본 연구는 연구대상 색조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설문지법과 Bass 

확산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색조화장품 이용 소비자

에 의한 자기시장잠식 측정을 위해 biplot 분석 측정 항목과 충성도

와 이탈률 그리고 신규고객 유입률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 등의 분

석을 위해 총 111문항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설문지

의 구성은 AHP 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측정항목과 절대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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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리커트 측정항목과 인구통계적 특성 측정을 위한 명목척도

와 서열척도 그리고 빈도분석 측정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의 분석 결과는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 Table 5, 

Table 6, 그리고 Figure 1과 같다. 

측정을 위한 평가영역은 선행연구로부터 4개의 평가영역인 가격 

특성(Kim, 2014; Kim & Lee, 2008; Yu, 2016), 품질 특성(Kim 

& Kim, 2004; Jeong et al., 2016; Lee et al., 2016), 디자인 특

성(Kim, 2014; Lee, 2013; Lee, 2016), 그리고 제품 특성(Park & 

Chin, 2010; Kim & Lee, 2008; Park & Kwon, 2017)의 검증된 변

수 중 Figure 1과 Table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 맞게 조정

하여 16개의 변수를 평가요소로 도입하였다.

3. 분석방법

급변하는 색조화장품 시장 경영환경에서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

고 강력한 브랜드 자산구축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전개한 브랜드 확

장 전략이 적합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예상

하지 못한 자기시장잠식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효율의 저하가 발생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Song, 2020). 

자기시장잠식은 마케팅 실무자 및 학자에게는 친숙한 개념이지

만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Shin, 

1997),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개념과 표준화된 척도도 없다

(Lomax et al., 1997; Varshney, 2016). Moorthy & Png (1992) 

역시 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수리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입증하였으나 규범적인 조언만 하며 자기시장잠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Chandy & Tellis (1998)와 Nijssen et al. (2005)의 연구에서 제

시된 자기시장잠식의 이론적 배경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기시장잠

식 개념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Kim & Park (2018)와 

Kim & Shin (2008) 그리고 Shin (1997) 등이 자기시장잠식 분석 

연구 수행을 위해 Bass 확산모형 분석 한 가지 계량적 분석방법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에서 제

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Song 

(2020)의 연구에서 제안한 Bass 확산모형 분석과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22.0 버전을 사용하여 positioning map 분석 그리고 교차

분석에 의한 브랜드 전환행렬 분석 등의 세 가지 분석방법을 동시에 

실시하여 색조화장품 시장에서의 자기시장잠식 방법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자기시장잠식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아직 합의된 개념과 표준화된 척도가 없으나 다른 선행연구 

분야에서 자기시장잠식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연구방법인 Bass 

확산모형의 적용을 위해 연구 대상 색조화장품의 매출액 시계열 자

료를 이용하여 Equation 1을 적용한 Bass 확산모형 분석을 실시하

고 Bass 확산모형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분석 결과를 검

증하는 차원에서 복수의 분석방법으로 Equation 2를 적용한 biplot 

분석을 이용한 positioning map 분석의 도입과 브랜드 전환행렬 분

석을 위한 교차분석도 동시에 도입하여 색조화장품 현재시장점유율

과 미래시장점유율 그리고 브랜드 전환율 분석을 통한 충성도 분석

을 실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설문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구성되는데, 첫째, 설문서 I은 색조화장품 소비자의 평가대안 색

조화장품 브랜드 선택속성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파악하고자 쌍대평

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며, 둘째, 설문서 II는 확장된 패밀리 색조

화장품 브랜드간의 자기시장잠식 측정을 위한 biplot 분석을 적용하

는 positioning map 분석을 위해 Equation 2의 Fishbein (Fishbein, 

1963)의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 

설문서 I의 평가요소에 대한 절대평가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게 되

며, 셋째, 설문서 Ⅲ은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자기시장잠식을 파악하

기 위해 구성된 설문 문항과 인구통계적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자기시장잠식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

자기시장잠식이란 브랜드 확장으로 인하여 신제품이 출시되면

서 동일시장에서 같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존 제품의 판매량이나 

시장점유율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Copulsky, 1976; Mason & 

Milne, 1994), 이를 Lomax et al. (1997)는 신제품 출시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고, 신제품 개발 시 나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Mason & Milne, 1994), Sullivan (1990)은 

자기시장잠식과 대체효과의 관계를 자기시장잠식은 새롭게 출시하

는 상품이 기존제품과 대체관계가 있을 때에 발생하는 대체현상의 

하위 개념이라고 하였다.

자기시장잠식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개념과 표준화된 척도는 

없으나(Varshney, 2016; Lomax et al., 1997), Reddy et al. (1994) 

등은 자기시장잠식에 대해 총 카테고리 판매의 비율, 척도를 신제품

의 판매에서 파생된 매출의 비율, 기업 포트폴리오 내의 기존 제품 

수준에서의 자기잠식, 그리고 모 브랜드가 경험한 판매 손실만을 연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Lomax et al.(1997) 등은 증감 분석, 구

매 테이블 복제 및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변동으로부터의 편차 등을 

이용하여 자기시장잠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새로운 색조화장품 포트폴리오 브

랜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에게는 새로운 패밀리 브랜

드 확장 전 자사의 자기시장잠식을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

업이 해당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를 분석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방법으로는 기업에서 필요

로 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시장잠식 측정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Bass 확산모형 방법

(Shin, 1997)과 완벽한 시계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Jamie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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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1989)와 Urban & Hauser (1995)이 제안한 연구방법을 적극 

수용하여 그들이 제안한 연구방법을 충족할 수 있는 교차분석을 이용

한 브래드 전환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완적 분

석방법으로 positioning map 분석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소비자를 대상으로 positioning map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

할 때에는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사용 경험을 이용하여야 

하며, 출시전략의 유사성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여야만 자기시

장잠식 분석이 가능하다.

Bass 확산모형 분석은 Equation 1의 수식과 함께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확산과정의 기본 메커니즘을 추출하여 확산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 공헌을 하며 많은 연구자가 그들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ss 확산모형 분석으로 도출된 색조화장품 자기시장

잠식 분석 결과에 대해 보완하고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positioning 

map 분석(Song, 2020)도 동시에 실시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

고자 한다. 

f(t)/[1-F(t)]=p + qF(t) = p+[q (Y(t)/m) ]         〈Equation 1〉

f(t) = t시점의  채택확률 

F(t) = t시점의 누적채택확률 

Y(t) =t시점의 누적채택자의  수(잠재시장   규모) 

m = 궁극적인   채택자의  수 

p = 혁신계수(∈novation    coefficient)  

q = 모방계수(imitation    coefficient)

Positioning map 분석을 위해 Equation 2를 적용하여 도출된 

Figure 1, 그리고 Table 3과 Table 4와 같은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가요소 간 하나의 시장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직접 경쟁 브랜드를 찾아내기 용이하다(You & 

Choi, 2001). 유사성과 차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sitioning 

map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고객의 지각 속에 각 브랜드가 어

떻게 정위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차별화가 원래 목표한 것과 

같이 정위화되지 못한 브랜드는 유사성의 문제를 가지게 되어 자기시

장잠식 현상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Song, 2020). 

그리고 Song (2020)의 저가화장품 시장에서의 자기시장잠식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분석 방법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색조화장품 

사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이용한 브랜드 전환 행렬 분석

을 실시하여 Table 5와 Table 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positioning 

map 분석과 함께 Bass 확산 모델 분석을 적용한 색조화장품 자기시

장잠식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완과 검증도 하고자 한다. 

 〈Equation    2〉

    wj = j 번째  측정항목  설명변수의  중요도

  aij = 브랜드  i 번째 가중치 경쟁력 지표

Results and Discussion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Female 286 100

Age Below 30 286 100

Job Student 286 100

Monthly visits

Over 1 – Below 3 187 65.4

Over 4 – Below 6 69 24.1

Over 7 – Below 10 30 10.5

Monthly cosmetics 
purchase amount

Below 10,000 won 28 9.8

10,001 won–30,000 won 127 44.4

30,001 won–50,000 won 62 21.7

50,001 won–100,000 won 41 14.3

100,001 won–150,000 won 20 7.0

Over 150,001 won 8 2.8

Monthly

Below 3 million won 121 42.3

Income 79 27.6

4,000,001 won–5,000,000 won 8 2.8

5,000,001 won–6,000,000 won 25 8.8

Over 6,000,001 won 53 18.5

Total 286 100



575

색조화장품 브랜드 확장과 자기시장잠식에 대한 연구

http://www.e-ajbc.org

1과 같으며, 색조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산지역 소재 D 대학

교과 K 대학교 그리고 P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전체 표본은 286명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로 구성됐

으며, 월평균 화장품 구매 비용은 10,000원 이상에서 30,000원의 구

간에서 127명(4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150,000원 

이상의 구간이 8명(2.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

득은 3,000,000원 미만이 121명(42.3%)으로 나타났으며, 6,000,000

원 이상의 소득자는 53명(18.5%)으로 파악되어져 나타났고, 이들

은 화장품 로드샵을 월평균 1회 이상에서 4회 미만 방문이 187명

(65.4%), 4회 이상에서 6회 미만 방문이 69명(24.1%) 그리고 7회 이

상에서 10회 미만이 30명(10.5%) 정도로 방문하여 색조화장품을 구

매하거나 최신 색조화장품 트렌드 정보와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Bass 확산모형을 이용한 자기시장잠식 분석 결과

Bass 확산모형은 신상품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와 서

비스제에 대한 혁신의 확산과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전체시장의 수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시계열 자료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파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매중인 특정 

브랜드의 신상품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예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잠재 소비자에게 채택되어져 소비

되는 진행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Equation 1에서 p는 혁신계수를 나타내며, q는 모방계수, m은 포

화잠재시장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Bass 확산모형 분석 도입의 장점

이 된다. 포화잠재시장규모는 전체 시장규모의 예상 수이고 혁신계수

(p), 모방계수(q)는 보통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변수로서 본 연구를 

위한 색조화장품 시장에서의 자기시장잠식 연구를 위한 혁신계수(p), 

모방계수(q)의 추정은 연구대상 색조화장품 브랜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Bass 확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R2는 Bass 확산모형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력과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R2 값이 1에 가까우면 설명력이 높으며 적합도 역시 높고 반

대로 0에 가까우면 설명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합도 역시 낮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 수행의 결과인 Table 2를 보면 R2 값이 전부 0.9 

이상으로 나타나 Bass 확산모형은 모두 설명력이 높으며 적합도 역시 

높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룹의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의 경우 혁신

계수(p)는 0.00764, 모방계수(q)는 0.28768, 포화잠재시장규모(m)는 

87936.55382, 그리고 설명변수(R2)는 0.94291로 모형이 적합하게 도

출됐으며,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은 혁신계수(p)가 0.00412, 모방

계수(q)는 0.32098, 포화잠재시장규모(m)는 37861.08776, 설명변수

(R2)는 0.95382로 모형이 적합하게 도출되었다.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그룹의 미샤 색조화장품의 혁신계수(p)

는 0.00502, 모방계수(q)는 0.27945, 포화잠재시장규모(m)는 

61942.69358, 설명변수(R2)는 0.90781로 모형이 적합하게 도출되었

으며, 어퓨 색조화장품의 경우 혁신계수(p)는 0.01066, 모방계수(q)는 

0.33462, 포화잠재시장규모(m)는 6727.76928, 그리고 설명변수(R2)

는 0.98936으로 도출되었다.

모방계수(q)가 혁신계수(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분석 결

과는 상대적으로 진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제품

의 확산과 수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혁신계수가 모

방계수보다 작게 나타나 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Talukdar et 

al., 2002) 확장된 패밀리 색조화장품 브랜드 간의 자기시장잠식 가

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저가화장품 시장에서 자기시장잠식을 연구한 

Song (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혁신

계수(p)의 경우에는 Sultan et al. (1990)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평

균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모방계수(q)가 제시된 평균값보다 높게 나

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화장품 

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3. Evaluation of alternative value on the positioning map

Evaluation of alternative color cosmetics br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Mind share X axis Y axis

Amore pacific cosmetic
innisfree 0.267 -0.140  0.130

ETUDE HOUSE 0.268 -0.084 -0.159

Able C&C cosmetic
MISSHA 0.232  0.164  0.031

A'pieu 0.233  0.093  0.004

Total 1.000

Table 2. Results of Bass diffusion model analysis of each brand for cannibalization measurement

Color cosmetics brands of evaluation alternatives p q m R2

Amore pacific cosmetic
innisfree 0.00764 0.28768 87936.55382 0.94291

ETUDE HOUSE 0.00412 0.32098 37861.08776 0.95382

Able C&C cosmetic
MISSHA 0.00502 0.27945 61942.69358 0.90781

A'pieu 0.01066 0.33462    6727.76928 0.9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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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룹의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 경우 에뛰드

하우스 색조화장품보다 혁신계수(p)가 1.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방계수(q)의 경우는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이 1.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이 새

로운 색조화장품 출시 당시에 높은 판매율의 성장을 보일 것이나 그 

이후로는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율이 낮

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의 혁신계수 가

치가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보다 낮게 나타나 제품의 판매율 상승 

기대는 다소 늦게 천천히 나타날 것이며, 에이블씨엔씨 화장품의 미

샤 색조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포화잠재시장규모(m)가 현재 시장규모

보다 작게 되면 신규채택자의 수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자기시장잠식

도 예상된다.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그룹의 어퓨 색조화장품의 경우 미샤 색조화

장품보다 혁신계수(p)가 2.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방계수

(q) 역시 1.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퓨 색조화

장품이 새로운 색조화장품 출시 시 높은 판매율의 성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예측된다. 그리고 미샤 

색조화장품의 혁신계수 가치가 어퓨 색조화장품보다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새로운 색조화장품의 판매율 상승 기대는 어퓨 색조화장

품보다 늦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포화잠재시장규모(m)가 현재 시장

규모보다 작게 되면 신규채택자의 수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자기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3. Positioning map 분석을 이용한 자기시장잠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색조화장품 브랜드 평가대안과 평가요소에 대한 자기

시장잠식 분석 결과는 Figure 1 과 Table 3 그리고 Table 4에 제시

된 것과 같다. 입력 자료는 설문 응답자가 4개의 색조화장품 브랜드

에 대해 16개의 평가요소 속성별로 평가한 개별 색조화장품 소비자

의 평가요소에 대한 쌍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산출된 값을 biplot 분

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색

조화장품 브랜드의 자기시장잠식 분석을 위한 좌표점과 평가요인의 

벡터를 구하여 biplot의 출력결과를 2차원상의 positioning map으

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sitioning map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전

체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평가요소의 선호도 벡터를 

Figur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Figur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속성

벡터는 X축과 Y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각 분면에 고르게 포진되어 

있으며, 평가대안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의 평가요소에 대한 좌표

를 보면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이 가

격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는 것의 차별화가 되는 것이 느껴진다,' '확

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은 내 피부에 맞

는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가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확장된 패

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심볼, 로고 디자인 

그래픽이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확장된 패밀리 브랜

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내용물 사용 시 용기의 기능성

이 좋다가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등이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Figure 1. Positioning map.
In the positioning map analysis result, cannibalization is expected between MISSHA and A'pieu. Focusing on the two downward brands, 
evaluation factors 10, 14, 15, and 16 are in close proximity. Due to the similarity of these evaluation factors, a cannibalization phenomenon 
is expected, and differentiation of evaluation factors is required. Refer to Table 3 and 4 for coordinate values of each evaluation attribute in 
the position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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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되어있다. 

에이블씨엔씨 화장품의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인 평가대안인 미샤 

색조화장품과 어퓨 색조화장품의 경우 상호 연상되는 평가요소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근접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시장

잠식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는 평가요소인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

조화장품의 패키지 디자인의 유사성이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색상이 세

련되고 우아함이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

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기능성 및 사용감이 좋다가 차별

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

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필감이 풍부하고 사용 정도가 우수함이 차별

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등의 평가요소가 두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

랜드를 중심으로 eucledian distance가 상호 근접하게 positioning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과 Table 4는 Figure 1인 positioning map에서의 평가

대안과 평가요소의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mind share는 소비자의 심상에 나타내고 있는 점유율로서 현재의 

시장점유율 선행지표로 대체 가능하다(Kim, 2003; Song, 2018). 

Table 3의 mind share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에뛰드하우스 색

조화장품(0.26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위가 이니스프리 색조

화장품(0.267)으로 나타났고,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그룹의 미샤 색

조화장품(0.232)과 어퓨 색조화장품(0.233)의 경우 평가대안 색조

화장품 브랜드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과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도출되어졌다.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그룹의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 미샤 색조화

Table ble 4. Evaluation element attribute value in positioning map

Evaluation element
Coordinate value of positioning map

X axis Y axis

1. It is felt that these color cosmetics,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are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quality over the price.  -0.099 0.102

2. It is felt that it is differentiating the intention of the cost to be willing to pay for the 
purchase of this high-functional color cosmetics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0.052  -0.008

3. These color cosmetics, connected to the extended family brand,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activities for low-priced purchases (store and internet Shopping 
mall Exploration activity).

 -0.170  -0.332

4. It is felt that these color cosmetics, which are interrela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are differentiated from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purchasing during the 
discount sale period or using discount coupons. 

 -0.041  -0.066

5. It is felt that the quality of thiese color cosmetics alone is different from the price 
interrela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0.048  -0.020

6. It is felt that the overall color, usability, stability, and color persistence are 
differentiated from these color cosmetics. 0.236  -0.051

7. The texture of these color cosmetics,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is rich and different. 0.182  -0.105

8. These color cosmetics,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have 
suitability for my skin and feel differentiated.  -0.262 0.076

9. The symbolic and logo design graphics of these color cosmetics, which are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can be felt to be differentiated.  -0.028 0.117

10. It is felt that the similarity of package design of these color cosmetics,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is different. 0.134 0.040

11. The use of the contents of these color cosmetics, which are interrela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makes it feel that the function of the container is good.  -0.059 0.124

12. These color cosmetic's container exterior design,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has a personality and feels the same and different from my 
identity.

 -0.012 0.065

13. It is felt that the skin condition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function of this 
color cosmetics, which are interrela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is most 
consistent with the personal color (personal skin color) and is differentiated. 

 -0.036 0.008

14. It is felt that the colors of these color cosmetics,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are refined, elegant, and differentiated. 0.104 0.010

15. The functionality and use of this color cosmetics, which are 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 is good and feels different. 0.071 0.041

16. These color cosmetics—interconnected with the extended family brand—are rich 
in writing, excellent in quality, and feel different. 0.06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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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과 어퓨 색조화장품 경우 두 브랜드 간의 eucledian distance

가 근접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두 브랜드를 중심

으로 가까이 positioning 되어 있는 평가요소의 유사성으로 인한 자

기시장잠식 현상이 예상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각 평가대안에 

대한 평가요소 간의 지각된 차별화가 요구된다. 아모레퍼시픽 화장

품 그룹의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과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 경

우는 positioning map 상에서 두 평가대안 브랜드 간의 eucledian 

distance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이블

씨엔씨 화장품의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보다 차별화가 이루

어져 있으며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에서는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색조화장품 브랜드 전환행렬 분석 결과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의 자기시장잠식을 분

석하기 위해 색조화장품 사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교차분석

을 이용한 브랜드 전환행렬 분석은 각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

의 이탈고객률과 신규고객유입률 그리고 충성도와 브랜드 전환률을 

파악하여 자기시장잠식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색조화장품 브랜드로와

의 시장잠식 현상과 충성도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Table 2의 자기시장잠식 측정을 위한 각 색조

화장품 브랜드 별 Bass 확산모형 추정 결과의 해석과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인 Table 3, Table 4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5와 Table 6에서 본 연구 평가대안의 색조

화장품 브랜드 중 현재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브랜드는 이

니스프리 색조화장품 22.0%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현재시장점

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는 어퓨 색조화장품으로 3.8%의 현재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3의 분석 

결과에서 이 브랜드의 mind share 분석 결과가 23.3%의 포지션으

로 낮게 도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는 분석 결과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Table 5에서 이 두 브랜드의 향후 구매선택확률인 신규고

객유입률은 미샤 색조화장품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자 중 8.4%가 선

Tables 5. Cross analysis of currently used color cosmetics brands and intended-future-use cosmetics brands

Currently used brands
Total

innisfree ETUDE 
HOUSE MISSHA A'pieu Other 

Brand

Future 
use 
brands

innisfree

Frequency (N) 41 8 4 0 14 67

Future use brand (%) 61.2% 11.9% 6% 0% 20.9% 100%

Currently used brand (%) 65.1% 21.1% 20% 0% 9.1% 23.4%

Sub total (%) 14.3% 2.8% 1.4% 0% 4.9% 23.4%

ETUDE 
HOUSE

Frequency (N) 6 23 0 0 0 29

Future use brand(%) 20.7% 79.3% 0% 0% 0% 100%

Currently used brand(%) 9.5% 60.5% 0% 0% 0% 10.1%

Sub total(%) 2.1% 8% 0% 0% 0% 10.1%

MISSHA

Frequency (N) 4 0 12 8 0 24

Future use brand (%) 16.7% 0% 50% 33.3% 0% 100%

Currently used brand (%) 6.3% 0% 60% 72.7% 0% 8.4%

Sub total (%) 1.4% 0% 4.2% 2.8% 0% 8.4%

A'pieu

Frequency (N) 3 0 4 0 4 11

Future use brand (%) 27.3% 0% 36.4% 0% 36.4% 100%

Currently used brand (%) 4.8% 0% 20% 0% 2.6% 3.8%

Sub total(%) 1% 0% 1.4% 0% 1.4% 3.8%

Other 
brand

Frequency (N) 9 7 0 3 136 155

Future use brand (%) 5.8% 4.5% 0% 1.9% 87.7% 100%

Currently used brand (%) 14.3% 18.4% 0% 27.3% 88.3% 54.2%

Sub total (%) 3.1% 2.4% 0% 1% 47.6% 54.2%

Total

Frequency (N) 63 38 20 11 154 286

Future use brand (%) 22% 13.3% 7% 3.8% 53.8% 100%

Currently used brand (%) 100% 100% 100% 100% 100% 100%

Total (%) 22% 13.3% 7% 3.8% 5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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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미샤 색조화장품의 4.2% 충성고객과 어퓨 

색조화장품에서 2.8%, 그리고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에서 1.4%의 

신규고객유입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퓨 색조화장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충성고객은 전혀 없으며 미샤 색조화장품

과 기타브랜드 색조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이탈고객이 100%로 나

타났다. 그러나 미샤 색조화장품 36.4%와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으

로부터 27.3% 그리고 기타브랜드 색조화장품으로부터 36.4%의 유입

이 이루어져 총 11명인 3.8%의 신규고객유입이 예상되나 전체 평가

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 중 가장 낮은 단기미래시장점유율로 나타났

다.

Table 5에서 가장 높은 미래 충성도를 보이는 것은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으로 79.3%의 미래 충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의 경우 61.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미

샤 색조화장품의 경우 50.0%의 미래 충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미래충성

도를 보이는 것은 어퓨 색조화장품으로 0%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퓨 색조화장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충

성고객 없이 전부 신규고객유입으로 구성되어지며, 전체 평가대안 색

조화장품 브랜드 중 단기미래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3.8%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샤 색조화장품의 경우는 40%의 이탈고객이 

예상되나 어퓨 색조화장품으로부터 33.3%와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

으로부터 16.7%의 신규고객유입이 발생하여 단기미래시장점유율은 

오히려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고객유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어퓨 색조화장품 브랜드

로 100%가 신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고객유입률이 가장 

낮은 색조화장품 브랜드는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으로 20.7%의 신

규고객유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이니스프리 색조화장

품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시장잠식이 예상된다.

Table 5로부터 시장잠식 현상을 예측하는 전체 브랜드의 이탈고

객과 신규고객유입률을 살펴보면 전체 100%에서 충성고객률을 빼

면 브랜드별 이탈고객률을 알 수 있는데 미샤 색조화장품 이탈고객률

=100%-60%=40%, 어퓨 색조화장품 이탈고객률=100%-0%=100%,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 이탈고객률=100%-60.5%=39.5%이며, 이

니스프리 색조화장품 이탈고객률=100%-65.1%=34.9%이다. 가장 

높은 이탈고객률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는 어퓨 색조화장품이며, 그 

다음이 미샤 색조화장품과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의 순위로 나타

났으며,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의 경우는 34.9%의 이탈고객률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고객유입률은 단기미래시장점유율 전체 100%에서 향후 구매

의도 색조화장품 브랜드 중 %를 빼면 되는데 신규고객유입률은 다음

과 같다. 미샤 색조화장품 신규고객유입률=100%-50%=50%로 나

타났으나 어퓨 색조화장품 신규고객유입률=100% -0%=100%로 나

타났고,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 신규고객유입률=100%-61.2%= 

38.8%로 나타났으며, 에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 신규고객유입률

=100%-79.3%= 20.7%로 나타났다.

이탈고객률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어퓨 색조화장품 브랜드

의 경우 현재시장점유율 또한 가장 낮으며, 미래시장점유율 역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고객유입률은 100%로 나타나 가장 높

은 신규고객유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브랜드의 경우 충성도가 지

극히 낮으며 72.7%의 고객이 패밀리 브랜드인 미샤 색조화장품으로 

브랜드 전환을 나타내고 있어 높은 자기시장잠식 가능성이 예측된다.

Table 5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Table 6의 분석 결과로부터 에뛰드

하우스 색조화장품의 경우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보다 이탈고객률이 

높고 신규고객유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성도가 이니스프

리 색조화장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른 색조화장품 브랜드로 전환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39.5%의 이탈 고객 중 53.3%가 이

니스프리 색조화장품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시장잠

식 현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Figure 1

의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에 대한 자기

시장잠식 분석으로 Bass 확산모형을 적용하여 자기시장잠식을 분석

하였으며, Bass 확산모형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검증하기 

위해 또 다른 복수의 분석방법으로 biplot을 이용한 positioning map 

Table 6. Market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alternative color cosmetics brands

Brand name Current market 
share (%)

Future market 
share (%)

Loyal
customer (%)

Leaving 
customer (%)

New 
customer (%)

Amore pacific cosmetic
innisfree 22.0 23.4 65.1   34.9   38.8

ETUDE HOUSE 13.3 10.1 60.5   39.5   20.7

Able C&C cosmetic
MISSHA 7.0 8.4 60.0   40.0   50.0

A'pieu 3.8 3.8 0 100.0 100.0

Other brand 53.8 54.2 88.3    87.7    12.3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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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한 브랜드 전환행렬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Bass 확산모형에 의한 자기시장잠식 분석 추정 결과는 평가

대상 색조화장품 브랜드 모두가 혁신계수보다 모방계수의 값이 더 높

게 나타나 자기시장잠식이 예상된다. 이는 저가화장품 시장에서의 자

기시장잠식을 연구한 Song (2020)의 연구와 결측값은 다르나 혁신계

수보다 모방계수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새로운 브랜드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확산과정에

서 모방계수에 의하여 확산이 주도되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입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입소문 영향이 외부 영향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모방계수의 값이 클수록 확산은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Sultan et al. (1990)의 연구와 Talukdar et al. (2002)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

미할 수 있다.

둘째, positioning map 분석결과에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룹의 

패밀리 브랜드인 평가대안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과 에뛰드하우스 색

조화장품은 16개 평가요소 측정항목의 차별화로 인해 확장된 브랜드 

간의 유사성이 없어 자기시장잠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그룹의 패밀리 브랜드인 평가대안 미샤 색조화장품과 어퓨 색

조화장품은 평가요소인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연상되는 이 색

조화장품의 패키지 디자인의 유사성이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확

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색상이 세련되

고 우아함이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

호 연상되는 이 색조화장품의 기능성 및 사용감이 좋다가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확장된 패밀리 브랜드와 상호 연상되는 이 색

조화장품의 필감이 풍부하고 사용 정도가 우수함이 차별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등의 평가요소가 두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

로 eucledian distance가 상호 근접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연상되는 평가요소의 유사성으로 인해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몰 정체성 된 상호 연상되는 평

가요소의 정체성 차별화를 통하여 자기시장잠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색조화장품의 자기시장잠식 측정을 위한 Table 5와 Table 6

의 분석결과로부터 Table 2의 자기시장잠식 측정을 위한 각 색조화장

품 브랜드 별 Bass 확산모형 분석결과의 해석과 positioning map 분

석 결과인 Table 3, Table 4의 분석결과를 지지하는 유사한 결과로 나

타났으며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 모두 자기시장 잠식을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 중 현재시장점유율과 

미래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브랜드는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현재시장점유율과 미래시장점유율을 나

타내고 있는 브랜드는 어퓨 색조화장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색조화장품은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이며 가장 

낮은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퓨 색조화장품으로 나타났다. 

넷째,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믹스 확장전략으로 인한 발

생 가능한 자기시장잠식 현상의 분석을 위해 도입한 Bass 확산모형

과 positioning map 분석 그리고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패밀리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색조화장품과 에

뛰드하우스 색조화장품의 경우 Bass 확산모형과 교차분석을 이용한 

전환행렬 분석에서는 자기시장잠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ositioning map 분석에서는 두 브랜드 간의 eucledian distance가 상

대적으로 멀리 나타났다. 이는 자기시장잠식 현상을 무시하여도 좋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보다 유사성이 낮고 

차별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그룹의 패밀리 브랜드인 평가대안 미샤 색조

화장품과 어퓨 색조화장품의 경우 자기시장잠식의 분석을 위해 도입

한 세 가지 분석방법 모두에게서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시장잠식 현상은 공격적 브랜드 확장전략 

수립에 앞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브랜드 확장 전략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투자 정책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과 함께 학

문적 연구 방법의 적용을 위해 부산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표본 구

성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어 연구 지역과 대상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는 자기시장잠식 연구를 위한 다양한 평가요소와 분석방법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검증 방법도 도입하여 분석결과에 대해 비교하고 검증하

는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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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색조화장품 브랜드 확장과 자기시장잠식에 대한 연구

송만석1*, 조윤재2, 임미주3 
1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산, 한국 
2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 
3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부산, 한국

목적: 최근 국내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와 수요의 평균 성장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색조화장품 브랜드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전략으로 하향확장된 대기업 계열 화장품 기업들은 새로운 색조화장품을 개발하여 시

장에 출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잘못된 브랜드 확장은 기존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의 실

패와 함께 패밀리 브랜드간의 자기시장잠식 현상 발생하여 기업 전반에 걸친 매출액 감소와 함께 시장효율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손

실을 갖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모기업을 중심으로 확장된 패밀리 화장품 기업에서 

출시한 색조화장품의 자기시장잠식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Bass 확산모형과 지각도 분석 그리고 교차분석을 도입하여 자기시장잠

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색조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286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SPSS사의 통계 패키지 프

로그램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적 분석과 biplot 분석을 실시하여 지각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교차분석을 실시

하여 평가대안 색조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전환의도, 이탈율, 미래시장 점유율 분석과 함께 자기시장잠식 현상을 파악하였

다. 그리고 연구 대상 평가대안 기업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Bass 확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시장잠식을 분석하였다. 결과: 

자기시장잠식 분석을 위한 Bass 확산모형의 분석결과 두 개의 패밀리 그룹에서 모두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의 모방계수의 값이 혁신계수의 값보다 높게 나타나 진입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신상품 전파에 있어서 구전의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각도 분석에서는 에이블씨엔씨 화장품의 미샤와 어퓨의 색조화장품 브랜드에서만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평가대안으로부터 근접하게 붙어 있는 평가요소의 차별화를 통하여 자기시장잠식 현상을 최

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교차분석에서도 평가대안 모두에게서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퓨의 경우 가장 

낮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신규고객유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니스프리의 경우 현재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단기미래

시장점유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성고객률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자기시장잠

식 분석을 위해 실행한 본 연구에서 평가대안으로 선정한 두 개의 패밀리 그룹에서 자기시장잠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나

타났다. 자기시장잠식 분석을 위해 잘 알려져 있는 Bass 확산모형의 도입과 함께 보완적 분석방법으로 도입한 대응일치 분석을 이

용한 지각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한 자기시장잠식 분석은 본 연구에서만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색조화장품 시장에서의 자기시장잠식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 결과는 격심한 경쟁구조에서 확장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성과 측정,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신규시장 진출, 경쟁브랜드와의 시장경쟁구조분석 그리고 자기

시장잠식 방어전략의 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핵심어: 색조화장품, 자기시장잠식, Bass 확산모형, 지각도,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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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彩色化妆品品牌扩张与自我市场侵占研究 
 
宋晩碩1*，趙允載2，林美珠3 
1东明大学广告宣传系，釜山，韩国 
2昌原大学未来融合大学，庆尚南道昌原市，韩国 
3Dong-A大学经营学科，釜山，韩国

目的: 不正确的品牌扩张可能会导致现有品牌的形象失败，并在家族品牌之间造成蚕食。它可能会减少销售并降
低市场效率，从而带来最坏情况下的致命损失情况。方法: 本研究使用Bass扩散模型，定位图分析和相食化分
析，通过引入交叉分析来了解有色化妆品领域的自我市场侵占现象。具体来说，我们专注于一家大型化妆品公
司的子公司。我们对286位使用彩色化妆品的女大学生进行了问卷调查。然后，我们使用“社会科学统计软件包”
进行了频率分析，以进行人口统计分析和双线图分析。我们还进行了定位图分析和交叉分析，以了解彩色化妆
品的品牌忠诚度，转让意向，脱离率，未来市场份额率和同类相食现象。结果: 用于自我市场侵蚀分析的巴斯扩
散模型的分析结果，发现在两个家庭群体中都发生了这种情况。根据定位图分析，蚕食现象仅发生在Able C＆
C化妆品品牌的MISSHA和A'fieu彩色化妆品上。所有的交叉分析估计替代品都显示出自我市场侵占现象。结论: 
这些结果对在竞争激烈的市场中扩大品牌组合绩效的措施，推出新产品，在新市场中推出新品牌，分析具有竞
争性品牌的市场竞争结构以及制定防御自我市场侵占的策略具有重要意义。

关键词: 彩色化妆品，自我市场侵占，Bass扩散模型，定位图分析，交叉分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