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영학 석사 학위논문 

 

공익연계마케팅에서  

분류 유사성 및 주제 유사성이 

브랜드-공익 적합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과 

사고방식 스타일의 조절효과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배 민 수 

 

 



 

공익연계마케팅에서  

분류 유사성 및 주제 유사성이  

브랜드-공익 적합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과 사고방식 스타일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박 기 완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배 민 수 

배민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위 원 장       김 병 도 (인) 

부 위 원 장    김 상 훈 (인) 

위 원          박 기 완 (인)  



i 

국문초록 

공익연계마케팅에서 분류 유사성 및 주제 유사성이 

브랜드-공익 적합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과 사고방식 스타일의 조절효과 

 

공익연계마케팅을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사용함에 있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Grau et al. 2007; Nan & Heo 2007). Drumwright (2006)의 연

구에 따르면, 공익연계마케팅은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

라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흔히 “fit”이라고 부르는 matching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Aaker & Keller 1990; Drumwright 1996; Kamins & Gupta 1994; 

Rifon et al. 2004). 적합도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 

또는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지녀야 하는 지에 대한 물

음이 동반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익연계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분류 유사성(taxon-

omic similarity)과 주제 유사성(thematic similarity)를 바탕으로 브랜드-공익 

적합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고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탐구하였다. 분석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에는 브랜드-공익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두 개념의 속성을 비교하고 같은 분

류체계 안에 배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분류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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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활동에 비해서 더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지니

고 있다고 느꼈다. 

이와 달리,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들에 비해서 물체들 간 사이에서 더 넓은 규모(magnitude)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고(Ji et al. 2000),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체와 분야

(field) 사이의 관계에도 집중하기 때문에 분류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 활동으로부터 느끼는 브랜드-공익 적합도의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익연계마케팅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 혹은 브랜드가 어떠한 영역까지의 사회

적 공익을 본인들과 접목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이 후원활동을 할 때에 본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확장된 

사회적 공익과 자신의 브랜드를 연계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

였다. 

 

주요어: 공익연계마케팅, 사고방식 스타일, 브랜드-공익 간 적합도, 스폰서십, 

이벤트, Taxonomic similarity, Thematic similarity 

학 번: 2016-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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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매출액 기준 상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

출액은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205개 기업의 총 사회공헌지출액은 2조 700억 원을 넘어섰다.  

최근에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

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으며, 행정안

전부는 2017년 10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35점 내외

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계 및 사회

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서 공익연계마케팅(cause related marketing)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으로서 주목받는 개념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Grau et al. 2007; 

Nan & Heo 2007).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문화 안에서, 본 연구는 

공익연계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해야 ‘잘 하면서 더 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브랜드 확장과 관련한 문헌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 사이의 적합도(fit)이다

(Aaker & Keller 1990).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도 후원하는 회사 혹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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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와 그들이 후원하는 사회적 공익 사이에서의 브랜드-공익 적합도(brand-

cause fit)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공익을 선택해야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본 연구는 분류 유사성(taxonomic 

similarity)과 주제 유사성(thematic similarity)의 개념을 공익연계마케팅의 맥

락에 적용시켜, 두 가지의 유사성이 모두 브랜드-공익 적합도와 브랜드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구별해보고 조절변수로서 사고방식 스타일의 영

향을 탐구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Drumwright(1996)에 따르면, 공익연계마케팅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며, 한 걸

음 더 나아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전략적

인 참고점(strategic reference)을 둔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용적인 이타주의(pragmatic altruism) 또는 계몽된 사리 추구(enlightened 

self-interest)라는 이름으로도(Varadarajan & Menon 1988)불리는 해당 전략

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s)을 ‘잘 하면서 더 잘하는 (do better while doing go-

od)'기회로 인식하는 것이다(Bigné-Alcañiz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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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익연계마케팅을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공익연계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의 생성에 공헌할 수 있기 때

문이다(Polonsky & Speed 2001). 또한 Baradarajan과 Menon(1988)의 연구에

서는 공익연계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고, Barone, 

Norman 그리고 Miyazaki(2007)의 연구와 Nan과 Heo(2007)의 연구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으며 Lafferty(2007)의 연구

에서는 구매 의도를 상승시킴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익연계마케팅이 위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면, 소

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익연계마케팅을 통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Luo & Bhattacharya 2006). 게다가 친사회적인 가치(pro-

social value)와 개인의 정체성(personal identity) 사이의 연상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Berger, Cunningham & Drumwright 2006).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익연계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 단체를 향한 호의적인 태도, 사회적 공

익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후원 의지 상승과 같은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

음이 나타났다(Bigné-Alcañiz et al. 2012; Nowak & Washburn 2000; Lichten-

stein, Drumwright & Braig 2004; Becker-Olsen & Hill 2006). 

 

Trimble과 Rifon(2006)은 공익연계마케팅을 “사회적 공익과 이슈와의 연상

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 이라고 묘사했는데, 소비자들은 

공익연계마케팅에 쉽게 영향을 받아 수용성이 높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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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참가하는 직원들을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인다

(Brown & Dacin 1997; Lafferty et al. 2004; Strahilevitz & Myers 1998). 

 

물론 상기와 같은 공익연계마케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와는 대조적

으로, 공익연계마케팅에서 진행하는 캠페인들이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라

고 주장한 연구도 존재한다. Garcia와 동료 연구자들은(2003) 공익연계마케팅

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었다(Dahl & Lavack, 1995; Barone et al. 2000). 

 

이와 같이 공익연계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제(mechanism)는 기업의 후원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2) 후원활동과 이미지 전이(Image Transfer) 

Meenaghan(1983, 1991)은 후원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역공동체의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여론

에 맞서며,” “직원들, 오피니언 리더들, 결정권자들 사이에 호의적인 마음을 품

게 해주면서,” “기업과 제품 또는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데다가,” “제품

이나 브랜드를 특정한 세분 시장과 동일시할 수 있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제

품의 매출을 증가시킨다.” 

 

후원활동을 통해서, 후원하는 기업은 보답(reward)으로 수혜자와의 어떤 연

상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랜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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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이다. Gwinner와 Eaton(1999)은 바로 이 브랜드의 이미지 전이의 과정을 

Keller(1993)의 유명인 광고(celebrity endorsement) 설명에 빗대어 소개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연상(brand associations)은 어떤 브랜드가 

유명인이 보증을 하는 광고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고, 브랜드가 후원하

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McCracken(1989)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유명인

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린 평가를 바탕으로 ‘의미(meaning)’가 생성되며, 이 

의미라는 것은 유명인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개개인이 해당 유명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의미가 긍정적인 것이 되면, 해당 유명인을 사용한 광고의 브랜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McCracken은 이러한 현상을 의미 전달의 

이론(theory of meaning transfer)이라고 명명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후원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

하는가에 따라서 생겨난 연상이 자신들에게 전이되는 기제를 통해서 소비자들

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이 후원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케팅 활동의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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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합도(Fit) 

후원활동과 같이, 브랜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업영역을 확장시키

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바로 적합도(compatibility or fit)

이다. 

 

적합도는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업영역 확장 전략인 브랜드 확장(brand ex-

tension)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들은 확장 브랜드와 모 브랜드

(parent brand) 사이에서 적합도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다(Aaker & Keller 1990; Boush et al. 1987).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적합도는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가 유사한 제품군에 

속할 때(Boush et al. 1987; Keller & Aaker 1992), 모 브랜드가 지닌 긍정적인 

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제품군에 속할 때(Broniarczyk & Alba 1994; Herr, Fa-

rquhar & Fazio 1996), 확장 브랜드의 제품을 모 브랜드가 지닌 역량과 전문성

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을 때(Aaker & Keller 1990), 모 브랜드의 이미지가 확

장 브랜드와 양립할 수 있을 때(Park, Milberg & Lawson 1991) 증가한다. 

 

Völckner와 Sattler(2006)는 마케팅 요소들의 지원, 소매업자와의 원활한 

거래 그리고 모 브랜드의 퀄리티(quality)보다도 지각된 적합도의 수준이 브랜

드 확장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연계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적합도가 중요하다. Nan과 Heo(2007)

는 브랜드와 공익 사이의 적합도는 여러 가지 근원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가 비슷한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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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사회적 공익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할 때 높은 적합도를 지닐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브랜드-공익 적합도가 높으면,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 사이의 연상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이는 곧 사회적 공익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로 전달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Till & Nowak 2000; Hoeffler & Keller 2002). 아울러 공

익연계마케팅 자체도 신뢰도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메시지로서 인식된다

(Simmonss & Becker-Olsen 2006). 

 

하지만,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 사이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연계마케

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순수하게 설득을 위한 메시지로서 인지되어 이익 

극대화 전략의 일부로서 수행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진다(Drumwright 1996). 

적합도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 또는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지녀야 하는 지에 대한 물음이 동반되어 왔다. 

 

2-4)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Taxonomic Similarity and Thematic 

Similarity) 

Estes와 동료 연구자들은(2012) 브랜드 확장에 대한 평가를 다룬 기존의 연

구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오지 않았던 개념으로서 분류 유사성(taxonomic 

feature-based similarity)과 주제 유사성(thematic relation-based similarity)

을 구별하여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은 독립적으로 사람들이 유사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E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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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a; Schwartz et al. 2001; Wisniewski & Bassok 1999). 분류 유사성(taxo-

nomic similarity)은 공유된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통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멤

버십(membership)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엔진과 바

퀴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성(feature)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분

류체계인 ‘운송수단’으로 함께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피자와 감자칩은 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동시에 속한다. 분류 유사성을 

지닌 관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둘은 내재성(internality)과 

유사성(similarity)이다. 내재성은 두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필요하

다는 점을 말하고, 유사성은 두 물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해당 특성을 기준으

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제 유사성(thematic similarity)은 두 물체가 하나의 시나리오나 이벤트에

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간, 시간, 혹은 기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연결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와 헬멧은 피자와 맥주 사이의 

관계와 같은 주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주제 유사성에서는 외재성(external-

ity)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물체들, 개념들, 사람들 또는 

이벤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오토바이와 헬멧은 외재적으로 

관련(externally related)이 있는데 왜냐하면 두 물체는 오토바이 서로 각자 다

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여행이라는 동일한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이

다. 동일한 시나리오 상에서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제 

유사성을 지닌 개념들은 'featurally dissimilar'한 경향이 있다(Est-es 2003a; 

Wilkenfeld & Ward 2001; Wisniewski 1996). 두 가지 이상의 물체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그 물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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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에서는 외재성(externality)과 차별성(differentiation)이라는 두 가지 특

징을 지닌다. 

 

기존의 브랜드 확장과 관련한 문헌 연구에서는 주제 유사성에 해당할 수 있

는 개념이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y)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서 

Nike에서 축구화를 만드는 것(축구와 신발)이나, Google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검색 엔진과 지도 서비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주제 유

사성을 띤다. 하지만, 주제 유사성은 상호보완성을 뛰어 넘는 개념이다. 왜냐하

면 주제 유사성은 브랜드와 확장 제품 간에 이미 존재하는(pre-existing) 연상

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Estes & Jones 2009; Simmons & Estes 2008). 

예를 들어서, 신발은 음악과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Nike+(Apple의 iPod과 Nike 신발을 통합시킨 브랜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

었다. 

 

상호보완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브랜드 확장에서는 브랜드와 제품이 서

로 상호작용하는 데에 반해, 주제 유사성에서는 현재 제품과 상호작용하지 않

는 브랜드라 할지라도 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Estes 

et al. 2012).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구분은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도 주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브랜드 확장 문헌연구의 일관된 목소리처럼, 공익

연계마케팅에서도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가 중요하다. Mendini와 

연구자들(2018)은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을 처음으로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 적용시켰으며 회의감(skepticism)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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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에 비해서,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

로 한 파트너십에 대해 더 회의감을 가졌으며, 조절 초점 이론(regulatory fo-

cus theory)을 바탕으로 향상 초점(promotion-focus)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이행했을 때 분류 유사성을 지닌 파트너십에서 회의감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영향과 효과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분류 유사

성과 주제 유사성이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느끼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탐구한다. 두 가지의 유사성 모두 유사성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적합도를 느끼게 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류 유사성

과 주제 유사성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적합도가 높을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 유사성에 있어 적합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

낄 수도 있다. 

 

2-5) 사고방식 스타일(Styles of Thinking) 

Nisbett과 동료들의 연구(2001)에 따르면, 사고방식 스타일은 한 개인의 사

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사고방식 스타일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

는 수준의 특정한 인지적 프로세스를 촉진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을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또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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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세상은 단절된 것이며 불연속적인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사람들은 전체론적(holistic) 사고를 하거나 분석적(analytic) 사고를 하

게 된다(Monga & John 2010). 

 

전체론적 사고는 맥락이나 분야를 전체로 보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목표가 

되는 물체와 그 물체가 놓여 있는 분야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발생한 일들

을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분석적 사

고는 목표가 되는 물체를 맥락에서 분리시켜서 그 물체의 속성을 바탕으로 특

정한 카테고리에 배정하고 물체의 행동에 대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규칙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Nisbett et al. 2001). 

 

Ji, Peng 그리고 Nisbett(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론적 사고자는 분석적 사

고자에 비해 물체와 그 환경 사이의 관계에 더욱 집중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Masuda와 Nisbett(2001)은 동물들을 포함한 화면에 피실험자들을 노출시켰을 

때, 전체론적 사고자는 분석적 사고자에 비해 배경이 되는 환경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발언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했다. Norenzayan과 연구자들

(2002)은 분석적 사고자가 전체론적 사고자에 비해 규칙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경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Monga와 John(2010)은 전체론적 사고

자와 분석적 사고자의 차이를 물체들 간의 연결을 서로 다르게 탐지하는 것으

로 요약했다. 

사고방식 스타일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Chiu(1972)는 미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들에게 세 가지의 물체 중에서 두 가

지를 골라서 왜 그 두 개가 비슷한 지를 설명하게 했는데, 미국인들은 카테고



- 12 - 

리 멤버십이나 속성을 바탕으로 물체들을 그룹화 하였고 중국인들은 기능적이

거나 주제적인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물체들을 그룹화 하였다. 

 

분석적 사고자들은 속성과 추론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속성과 카

테고리에 집중한다. 이들은 브랜드 확장 적합도를 판단할 때 얼마나 유사한 제

품 카테고리를 공유하는지, 그리고 모 브랜드의 속성이 확장 브랜드에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한다(Monga & John 2007). 

 

반면에 전체론적 사고자들은 목표가 되는 물체보다는 상황에 집중한다. 브랜

드 확장 적합도를 판단할 때에도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의 상호보완성을 고

려하고, 전반적인 모 브랜드의 평판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두 브랜드 사이의 관

계를 판단한다. 이러한 점은 동양인(전체론적 사고자)이 서양인(분석적 사고자)

에 비해서 물체들 간의 관계를 더 넓은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J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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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익연계마케팅에서도 브랜드와 공익 사이의 적합

도가 성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

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는 내재성과 유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분류 유사성이

고, 두 번째는 외재성과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제 유사성이다.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 모두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유

사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 높은 적합도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가설이 도출된다. 

 

H1: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

원 활동 모두, 유사성이 없는 후원활동에 비해 더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나타낼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모두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만, 사고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분석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브랜드-공익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을 먼저 맥락에서 분리시키고, 두 개념의 속성을 비

교하고 같은 분류체계 안에 배정하고자 할 것이다. 같은 속성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분류체계 안에 속할 수 있다면 적합도가 높다고 느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적합도가 낮다고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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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서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공통된 

속성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이 카테고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적합도를 느끼는 반면에,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 활동에

서는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이 동일한 시나리오 안에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또

는 기능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카테고리 멤버십

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를 느낄 것

이다. 

 

H2a: 분석적 사고자는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 대해서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 비해 더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느낄 

것이다.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서 물체들 간 사이에서 너 넓은 규모(magnitude)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고(Ji 

et al. 2000),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체와 분야(field) 사이의 

관계에도 집중한다(Masuda & Nisbett 2001). 따라서 브랜드-공익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이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경우와 더불어 두 

개념 사이의 맥락과 환경도 고려하여 관련성을 찾게 되면 적합도가 높다고 느

낄 것이다.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은 시간적, 공간적 또는 기능적 연관성

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론적 사고방

식을 가진 사람들은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높은 적합도를 느낄 

것이다. 전체론적 사고자가 물체와 분야 사이의 관계에도 집중한다고 해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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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적합도

를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론적 사고자는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둘 

중 어느 하나의 브랜드-공익 적합도가 더 높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H2b: 전체론적 사고자는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

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사이에 브랜드-공익 적합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브랜드-공익 적합도가 높으면,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 사이의 연상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이는 곧 사회적 공익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Till & Nowak 2000; Hoeffler & Keller 2002). 따라서, 

 

H3: 브랜드-공익 적합도가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느

낀다.  

 

<그림1. 연구 모형> 

 

 

유사성 

(분류 유사성/주제 유사성) 

브랜드-공익 

적합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 

사고방식 스타일 

(분석적/전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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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4-1) 개요 

가설을 검증하기 이전에, Amazon Mechanical Turk를 이용하여 분류 유사성

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자극물을 선

정하기 위한 pre-test를 진행하였다. Mendini 등(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

극물을 바탕으로, 브랜드는 Tiffany & Co.로 선정하였다. 분류 유사성의 시나리

오는 쥬얼리 제품을 판매하는 Tiffany & Co.에서 다이아몬드 광부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장비와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제 유사

성의 시나리오는 뉴욕을 대표하는 Tiffany & Co.에서 자유의 여신상 복원 사업

과 박물관 설립을 위해 후원활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에 관한 정의와 예시를 알려

주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얼마나 taxonomic한지 그리고 thematic한지

에 대해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에 따라 Tiffany & Co.에서 자유의 여신상 복원 사업과 자

유의 여신상 박물관 설립을 위해 후원활동을 진행한다는 시나리오는 주제 유

사성의 자극물로(n = 52, Mtheme = 4.42; Mtaxo = 3.61, p < 0.05) 선정하고, 

Tiffany & Co.에서 다이아몬드 광부들의 안전을 위한 후원활동을 진행한다는 

시나리오는 분류 유사성의 자극물로(n = 54, Mtaxo = 4.20; Mtheme = 3.07, p < 

0.01)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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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방식 

Amazon Mechanical Turk에서 2018년 11월 중 총 207명의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37.24세였고 이 중 56%

인 117명은 남성이었다.  

 

분류 유사성 시나리오와 주제 유사성 시나리오는 pre-test에서 선정한 내용을 

활용하였고, 유사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Tiffany & Co.에서 도심 공원의 쓰레기 

감소를 위한 후원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Estes 등(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들은 사회적 공익에 대해

서 “fits with the brand," "is positive for the brand," "is logical for the brand"로 

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인 Tiffany & Co.를 사용했기 때문에, 브랜

드 친밀도를 측정하였다. 

 

사고방식 스타일은 문화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

밍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분류 유사성 시나리오와 주제 유사성 시나리오에 배

정된 참가자들은 분석적 사고방식 혹은 전체론적 사고방식에 프라이밍되었다. 

프라이밍 방법은 Kühnen, Hannover와 Schubert(2001)의 연구에 따라서 어느 

도시로 여행을 가는 내용을 담은 짧은 글에서 대명사들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

식을 택했다. Amazon Mechanical Turk는 데스크톱 혹은 모바일로 참가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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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짧은 글에서 대명사들에 터치하거나 클릭하면 표시가 

되게끔 구성하였다. 

 

<그림2. 사고방식 스타일 프라이밍 방식(분석적 사고 예시)> 

 

1인칭 단수형 대명사들은 독립적인 자아를 나타내고, 1인칭 복수형 대명사들

은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나타낸다. Kühnen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인 자아를 얻는 것은 맥락과 분리된 사고방식을 촉진시키고, 반면에 상호의존

적인 자아를 얻는 것은 맥락에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촉진시킨다. 

 

이후에 Choi, Koo와 Choi(2007)의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적-전체론적 사고

방식 스케일로 측정하여 분석적 사고자와 전체론적 사고자 차이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하였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somehow related to each other”; “Even a 

small change in any element in the universe can lead to substantial alterations 

in others”; “Any phenomenon has a numerous number of causes although some 

of the causes are not known”; “Any phenomenon has a numerous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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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lthough some of the results are not known”; “Nothing is unrelated”; 

“It’s not possible to understand the pieces without considering the whole 

picture”;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Paying attention 

to the field is more important than paying attention to its elements”; “A 

marker of good architecture is how harmoniously it blends with other buildings 

around it” and “Sometimes, the empty space in a painting is just as important 

as the objects.”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This Sponsorship 

makes me feel more favorable toward the sponsor," "This sponsorship would 

improve my perception of the sponsor," "This sponsorship would make me like 

the sponsor more.” 

 

4-3) 실험결과 

전체론적 사고방식에 프라이밍된 참가자들은 분석적 사고방식에 프라이밍된 

참가자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Manalytic = 50.65; Mholistic = 53.25, p 

< 0.05). 따라서 사고방식 스타일은 의도대로 잘 프라이밍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먼저 H1을 검증하기 위해,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유사성이 

없는 후원활동 사이에 브랜드-공익 적합도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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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표준편차 

분류 유사성 17.43 3.487 

유사성 없음 13.41 3.851 

t-value(p) -6.261*** 

* p < .05, ** p < .01, *** p < .001 

<표1. 분류 유사성과 통제 집단 사이의 브랜드-공익 적합도 차이>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도 마찬가지로 유사성이 없는 후원활동 

사이에 브랜드-공익 적합도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

다. 

 

 평균 표준편차 

주제 유사성 16.49 3.400 

유사성 없음 13.41 3.851 

t-value(p) -4.997*** 

* p < .05, ** p < .01, *** p < .001 

<표2. 주제 유사성과 통제 집단 사이의 브랜드-공익 적합도 차이> 

두 번의 독립표본 검정을 통해,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모두 유사성이 없는 후원활동에 비해 브랜드-

공익 적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SPSS Hayes PROCESS(Model 8)를 통해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공변량으로 브

랜드 친밀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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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f se t P LLCI ULCI 

constant 17.4148 1.1357 15.3343 .0000  15.1693 19.6602 

독립변수 -2.0426 .7410 -2.7564 .0066** -3.5078 -.5774 

조절변수 -2.1983 .8003 -2.7467 .0068** -3.7807 -.6159 

Interaction 3.4264 1.1002 3.1143 .0022** 1.2511 5.6017 

친밀도 .1738 .1735 1.0020 .3181 -.1692 .5168 

* p < .05, ** p < .01, *** p < .001 

<표3. Hayes Process Model 8 (독립변수→매개변수)>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끼치는 영향과 조절 변수가 매개 변수에 끼치는 영

향에 더불어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coeff se t  P LLCI ULCI 

constant 3.7514 1.5733 2.3844 .0185 .6405 6.8623 

독립변수 -.9722 .6426 -1.5128 .1326 -2.2428 .2985 

매개변수 .7549 .0716 10.5399 .0000*** .6133 .8965 

조절변수 -1.2955 .6939 -1.8670 .0640 -2.6675 .0766 

Interaction 2.1287 .9609 2.2153 .0284* .2287 4.0286 

친밀도 .0684 .1470 .4650 .6426 -.2223 .3590 

* p < .05, ** p < .01, *** p < .001 

<표4. Hayes Process Model 8 (독립변수→종속변수)> 

Tiffany & Co.가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브랜드 친밀도를 공변량으로 추가하였다. 브랜드 친밀도가 종속변수에 

끼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와,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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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치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

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H3은 채택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conditional indirect effects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분석적사고 -1.5419 .5018 -2.5686 -.6327 

전체론적사고 1.0446 .7549 -.3544 2.5577 

 

<표5. Hayes Process Model 8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분석적 사고자의 경우에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후원활동이 브랜드-

공익 적합도에 끼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bootCI: [-2.5686, -.6327]), 

전체론적 사고자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bootCI: 

[-.3544, 2.5577]). 따라서 H2도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index of moderated mediation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bootCI: 

[.8909, 4.4163]). 

 

 Index Boot SE BootLLCI BootULCI 

조절변수 2.5865 .9067 .8909 4.4163 

 

<표6. Hayes Process Model 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이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끼치는 영향과 사고방

식 스타일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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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사고방식과 유사성에 따른 브랜드-공익 적합도> 

H2에서 예상한 대로, 분석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을 더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반면에 전체론적 사

고를 가진 사람들은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

탕으로 한 후원활동에 대해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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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브랜드 확장과 관련한 문헌연구에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의 개념을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 적용하여 두 가지 분류의 유사성이 각각 

유사성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느낀다는 것을 

밝혔다.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적합도는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마치 브랜드 확장 연구에서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 사이의 적합도가 

중요하듯이 공익연계마케팅에서도 브랜드와 후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익 사

이의 적합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연계마케팅의 분야에서 유사성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두 가지 종류의 유사

성 모두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유사성이 없는 경우에 비

해서 더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게다가 분석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

우에는 브랜드-공익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두 개념의 속성을 비교하고 같은 

분류체계 안에 배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분류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활동

을 주제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활동에 비해서 더 높은 브랜드-공익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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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

람들에 비해서 물체들 간 사이에서 너 넓은 규모(magnitude)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고(Ji et al. 2000),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체와 분야

(field) 사이의 관계에도 집중하기 때문에 분류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활용한 후원 활동으로부터 느끼는 브랜드-공익 적합도의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브랜드-공익 적합도가 높으면, 사회적 공익과 브랜드 사이의 연상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이는 곧 사회적 공익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Till & Nowak 2000; Hoeffler & Keller 2002) 때문에 브랜

드-공익 적합도가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이었으며, Hayes 

Process(Model 8)을 통해 conditional indirect effects와 moderated mediation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사고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사이의 차이를 밝혀냈으

며, 이는 앞으로 기업이 후원활동을 할 때에 본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확장된 

사회적 공익과 자신의 브랜드를 연계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스타일에 따라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후

원활동이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다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탕으로 세분시

장과 주된 소비자 시장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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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 고찰과 한계점 

 

본 연구는 기존의 브랜드 확장 문헌연구가 지닌 한계점 중에 한 가지를 공

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 발전시켰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구분은 브랜드 확장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 중의 하나였으

며,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하

여 해당 개념을 접목시킨 것은 현재까지 2018년 Mendini와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가 유일하다. Mendini 등(2018)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브랜드

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과 브랜드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밝혔으며 추가적으로 사고방식 스타일

이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그리고 브랜드-공익 적합도 사이에서 조절변수

로서 작용하는 효과를 실험을 통해 증명함으로서 더 넓은 폭의 연구결과를 제

시하였다.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의 브랜드 확장 연구에서는 

분류 유사성만을 바탕으로 한 확장 브랜드와 모 브랜드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

거나, 주제 유사성과 혼용된 개념으로서 확장 브랜드와 모 브랜드 사이의 관계

에 집중했다(Estes et al. 2012). 

 

주제 유사성과 관련한 연구의 예시로는, Aaker와 Keller(1990)의 연구에서 

Heineken popcorn을 예시로 주제 유사성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했으나 해당 개

념에서는 상호보완가능성, 교체가능성, 이미지 이전 가능성만을 고려했다. 또한 

Martin과 Stewart(2001)의 연구에서도 제품 사용에 있어 동일한 맥락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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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경우를 사용기반 유사성(usage-based similarity)의 개념으로 정

의하고 Gillette의 면도 크림의 경우를 예시로 사용했으나, 주제 유사성의 개념

을 모두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분류 유사성과 관련한 연구의 예시로는, Bousch와 Loken(1991)의 연구에서 

분류 유사성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했으며 브랜드의 핵심 제품과 얼마나 유사

한지를 바탕으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카메라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예시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Broniarczyk와 Alba(1994)의 연구나 Bridges 등

(2000)의 연구 모두 분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개념만을 다루었다. 

 

이외에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개념을 혼용한 연구도 존재했는데, Park 

등(1991)의 연구에서의 브랜드 컨셉 일치성(brand-concept consistency)은 

Timex의 배터리를 예시로 하여 개념을 설명하였다. Estes와 연구자들(2012)은 

해당 예시는 기능적이라는 속성과 명망 높다는 속성은 추상적이긴 하나 분류 

유사성에 해당하는 내재적인 속성이지만, 자극물이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확장 제품(Timex 배터리)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

사성이 혼용된 케이스로 소개했다. 

 

제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은 각기 독특한 영

향을 끼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유사성이 우리의 신경계 상에서 혹은 행

동 상으로 영향을 주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Estes et 

al. 2011). 각 유사성이 신경계 상에 끼치는 영향과 그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

고, 브랜드 확장 연구에 있어서 주제 유사성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Estes 

et al. 2012). 반면에 분류 유사성이 브랜드 확장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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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잘 정립되어 있다(Bousch & Loken 1991; Martin & Stewart 2001; 

Park et al. 1991; Volckner & Sattler 2006, 2007). 

 

이번 연구를 통해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이 브랜드 확장 영역에서 뿐 아

니라, 공익연계마케팅의 관점에서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에도 영

향을 준다는 것을 H1을 통해 증명함과 동시에 분석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제 유사성에 비해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을 브랜드-공익 적합

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며, 전체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주제 유사성과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 후원활동 사이에 브랜드-공익 적합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혀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류 유사성과 주

제 유사성이 브랜드-공익 적합도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것인지 혹은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오직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

으로 한 두 가지 후원활동 모두, 유사성이 없는 후원활동에 비해 더 높은 브랜

드-공익 적합도를 느끼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루었다. 

 

Estes와 연구자들(2012)이 주장한 대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이 우리

의 신경계와 행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면, 어떤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혹은 결과가 달라지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추가적

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류 유사성을 바탕

으로 한 브랜드 확장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확장에 대한 평가

를 할 때, 사고방식의 용이성(processing ease)이 다르다는 것이다. Wisniewski 

(1997)에 의하면, 명사 복합어(noun compounds)는 속성적으로(featurally)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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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으로(relationally) 해석될 수 있다. Estes와 연구자들(2012)의 예시를 

빌리자면, rainbow trout는 색깔이 다양한 송어를 뜻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

다는 수식어가 송어를 속성적인 면에서 수식한다. 따라서 rainbow trout는 속

성적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river trout는 강에 사는 송어를 뜻하기 때문에 강

에 산다는 수식어가 송어를 관계적인 면에서 수식한다. 따라서 river trout는 

관계적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 역시 이처럼 

속성적인 면을 바탕으로 하는지, 관계적인 면을 바탕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

된다고 볼 수도 있다(Estes et al. 2012). 관계적으로 해석되는 명사 복합어의 

경우, 속성적으로 해석되는 명사 복합어에 비해 사람들이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Estes 2003b; Gagné 2000). 

 

사고방식을 하는 데에 더 용이하다면 명사 복합어를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이

해할 수 있다. 사고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곧 더욱 능숙한 사고과정(pro-

cessing fluency)을 의미한다(Whittlesea & Williams, 2001). 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을 지닌 브랜드의 후원활

동이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실험 디자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인 

Tiffany & Co.의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

로 한 후원활동의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참가자들마다 사전에 지니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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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실험 중에 Tiffany & Co.에 대한 브랜드 친밀도를 

측정하여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공변량으로 넣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도나 다른 점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추가적으로 가상의 회사

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함을 통해 실험 결과

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의 가상 시나리오와, 주제 유사성을 바탕

으로 한 후원활동의 가상 시나리오는 pre-test를 통하여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에 대해 피실험자들에게 설명하고, 해당하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분류학

적(taxonomic)인지 혹은 주제적(thematic)인지에 대해 측정하고, 그 결과값을 

T-test로 비교하여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브랜드 중에 Tiffany & 

Co.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어렵다. 

 

Estes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는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의 시나리오

를 선정하기 위해, 브랜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TippingSprung 조사

(Sprung & Tipping, 2004, 2005, 2006, 2007, 2008)를 기본자료로 활용했다. 해

당 자료에서는 총 2,991명의 브랜드 전문가가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실시

된 브랜드 확장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초청된 전문가들에 의해 54개의 브랜드 확장 예시가 선정되었고, 언어와 기

억력 사이의 주제적 관련성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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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브랜드 확장의 예시를 분류 유사성에 속하는지, 주제 유사성에 속하는지 

투표하여 판단하였다. 

 

조절변수로서 사용한 사고방식 스타일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여

지가 남아있다. Kim과 John(2008)의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마인드셋을 지닌 사

람들이 구체적인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브랜드 확장을 평가하는 데

에 있어서 브랜드 확장 적합도에 더 많이 의지함을 밝혔다. 추상적 마인드셋과 

구체적인 마인드셋이 분류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과 지니는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이 브랜드 확장 

적합도에 더 많이 의지한다면, 사고방식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분류 유

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 대해서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

에 비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브랜드 확장 문헌연구에서의 주요한 구분 

개념을 공익연계마케팅에서 브랜드의 후원활동에 접목시켜, 브랜드-공익 적합

도를 매개로 하여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더불어 사고

방식 스타일의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하여 공익연계마케팅의 학문연구 분야

에 기여하였다. 

 

공익연계마케팅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 혹은 브랜드가 어떠한 영역까지의 사

회적 공익을 본인들과 접목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해당 기업 혹은 브랜드가 타겟으로 하는 세분시장의 소비자들이 어

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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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을 기획하기 보다는,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를 높다고 느

끼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브랜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가 높다고 

느끼면, 사회적 공익의 긍정적인 연상효과가 브랜드에 이전되어 소비자들이 브

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게끔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과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 있어서 브랜

드와 사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를 소비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따

라서 둘 중에 어떤 유사성을 바탕으로 후원활동을 기획하느냐 보다는 다른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의 투입이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95%의 신뢰수준이 아닌, 90%의 낮은 신뢰수

준을 적용한 결과를 활용한다면,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는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90%의 낮은 신뢰

수준에서는,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을 분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활동에 비해 더 높은 브랜드와 사

회적 공익 사이의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공익연계마케팅의 맥락에서는 다른 학문 분야의 개념과 활발하

게 융합된 연구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지심리학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 혹은 브랜드 연구와 같이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의 문헌들

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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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구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등의 융합된 학문연구의 추가적인 진행을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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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axonomic and Thematic Similarit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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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oderating Effect of Styles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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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interest in the usage of cause-related marketing as a corporate 

communication strategy has been captured (Grau et al. 2007; Nan and Heo 

2007). 

For all marketing strategies, the matching, or “fit,” between the product and 

the object it is associated with has been regarded as a critical issue (Aaker and 

Keller 1990; Drumwright 1996; Kamins and Gupta 1994; Rifon et al. 2004). 

In the context of cause-related marketing, fit is likely to be created between 

the sponsor and sponsored cause.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influences of this fit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taxonomic feature-based similarity and thematic relat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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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Furthermore, moderating effect of styles of thinking is entailed in 

order to provide boundary conditions. 

Taxonomic extensions share many of the brand's core features by extending 

into similar product categories. Thematic extensions, however, break out of 

the brand's traditional category by extending to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that are nevertheless connected through spatial, temporal, or functional 

relations. 

Additionally, reviewing concepts related to taxonomic and thematic brand 

extensions is added in general discussion. Further research may derive 

convergence of brands, marketing communication, cognitive psychology, and 

cause-related marketing from pre-existing literature along with the current 

study. 

 

KEYWORDS: Cause Related Marketing, Styles of Thinking, Brand-Cause 

Fit, Sponsorship, Taxonomic Similarity, Thematic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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