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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삶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미래시간조망은 

개인의 미래 지향 성향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남은 

시간이 많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래 지향성 및 장기적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소비자 행동에 적용시킨다면, 

개인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소비자-브랜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와 브랜드 개성 

간의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적 영향 및 이면의 기제를 확인하였다. 

총 두 차례의 연구 결과, 브랜드에 대한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각각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시간조망은 그 중,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조절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경우,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아 증진 동기를 가지고,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은 브랜드에 

대해 후자 대비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한편, 어떤 브랜드와 

자신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으면 소비자들의 자아 검증 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미래시간조망에 관계 없이 해당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는 미래시간조망을 개인차 변수로 

측정한 후 응답자 나이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경우와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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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연령대의 응답자에 대해 미래시간조망을 조작한 경우에도 (연구 

2) 모두 유의하였다. 

 

주요어: 자아일치성, 실제적 자아일치성, 이상적 자아일치성, 자아 동기, 

미래시간조망(FTP), 정서적 브랜드 애착 

학 번: 2015-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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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it is a matter of the will, a quality of the 

imagination, a vigor of the emotions;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Youth means the temperamental predominance of courage over timidity of the 

appetite, for adventure over the love of ease. This often exists in a man of sixty 

more than a boy of twenty.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Youth, Samuel Ullman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 Youth (2015)에는 스위스의 대자연 

속 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노장 감독 믹과 은퇴한 세계적인 

지휘자 프레드 벨린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믹은 화려했던 과거에 

비해 초라하고 노쇠한 현실을 자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역작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고 있다. 신체는 나이 들었지만, ‘감정(emotions)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고 외치며 이상을 추구하는 믹의 모습은, 

동년배이지만 더 이상 작곡에 뜻이 없이 단조롭고 반복적인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프레드와 대비되어 젊게 느껴진다. 두 주인공의 태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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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삶에서의 시간(time)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으로, 주로 출생 

이후의 시간 경과, 즉 생활 연령(chronological age)에 초점을 맞춘다 

(Carstensen 2006). 생활 연령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는 예측력이 높은 

지표이지만 (Baltes & Mayer 2001; Salthouse & Davis 2006; Burke, 

Shafto 2004; Lindenberger, Marsiske, Baltes 2000)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이질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전생애적 발달(life-span development) 측면에서는 예측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Carstensen 2006).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되는 관점은 개인이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즉 삶에서 남은 시간에 대해 갖는 주관적 지각을 의미하는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FTP)이다. 미래시간에 대한 

지각은 생활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된다. 

개인 삶에서의 경험과 기회에 따라 미래시간조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생활연령보다 미래시간조망이 

개인의 행동 및 심리 특성을 예측함에 있어 더 두드러지는 개인차 

변인이 될 수 있다 (Carstensen 2006). 

미래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인간의 목표 추구 및 동기 

부여와 깊은 관계가 있다 (Carstensen 2006; Nuttin 1964). 목표란 

미래의 시간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결과로서 (Nuttin 1964), Nuttin & 

Lens (1985)는 인간이 목표에 대한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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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미래시간조망을 갖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지향성과 목표를 향한 현재 행동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ens 1986; Nuttin & Lens 1985; Bilde, 

Vansteenkiste & Lens 2011). 즉, 미래에 남은 시간이 많다고 인지하는 

사람들(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은 현재 행동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을 가지며, 그 결과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더라도 그 목표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강한 동기를 갖는다. 반면에 미래에 남은 

시간이 짧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은 목표가 

달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예상될수록 목표 달성 또는 목표 달성 

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유인가치(incentive value)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지하므로 (Rachlin 1995) 현재 지향성을 가지며 목표 추구 

동기도 낮아지게 된다 (Eccles & Wigfield 2002; Husman & Lens 1999; 

Lens, Paixão & Herrera 2009).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 Carstensen 1995)도 

미래시간에 대한 지각이 사회-정서적 동기를 활성화하거나 변화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질 경우 (상대적으로 

성인기의 초, 중기인 경우) 미래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미래의 성공을 

목표로 현재의 정서적 만족을 희생하며 지식과 인간관계의 확장을 

추구하지만, 삶에서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인기의 후기인 경우) 현재지향적이 되어, 삶의 목표에서 

정서적인 측면이나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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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게 된다 (Carstensen 1995; Carstensen et al. 2011; Mroczek & 

Kolarz 1998; 한경훈 외 2017).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목표 

추구 동기 및 행동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 행동을 소비자 행동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 

브랜드는 소비자의 실제적  이상적 자아 개념을 확인하고 표현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Belk 1988; Kleine, Klein & 

Kernan 1993; 조성도 & 김민호 2014), 소비자들은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간의 일치성 (Aaker 1999; Sirgy 1982)에 따라 그 

브랜드에 대해 다른 태도와 행동을 갖는다. Malär et al. (2011)은 

브랜드-자아 이미지 일치성을 실제적 자아 일치성(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실제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면의 기제가 소비자의 

자아 동기(self-motives)인 자아 검증 동기(self-verification 

motive)와 자아 고양 동기(self-enhancement motive)에 의해 각각 

설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권민택 & 최낙환 (2009)도 브랜드-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충성도의 관계에서 자아 (개념) 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실증 분석 한 바 있다 (조성도, 김민호 2014). 

문헌에 따르면 자아 동기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한 정보를 선택하고, 

자신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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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Banaji & Prentice 1994; Sedikides & 

Strube 1997). 그렇다면 인간의 목표 추구 동기의 관점에서, 자기 

삶에서 남은 시간이 확장적이라고 인지하는지 또는 제한적이라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미래와 목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자아 동기가 유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브랜드에 대한 

태도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즉, 소비자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브랜드와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 일치성이 브랜드 태도 및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 (1)과 (2)의 효과 발생에 대한 이면의 기제(underlying 

mechanisms)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각각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의 경우,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를 가지며, 어떤 브랜드와 자신의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해, 후자 대비,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반면 소비자들은 기존의 

자아감에 확신을 갖고 유지하려고 하는 자아 검증 동기(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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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를 갖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와 자신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으면 미래시간조망에 관계 없이 해당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증명함으로써 브랜드-자아 이미지 일치성과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의 관계가 소비자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동안 실무적 마케팅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차이를 

구분하는 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특히 

나이 관련 변수 (age-related variable)에 따른 세분화 전략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학술적 마케팅 문헌에서는 소비자의 나이 및 시간 

관련 요인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Holbrook & 

Schindler 1996). 특히 미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의 동기 과정 

(motivational proces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처리 

(information processing), 소비 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Williams & Drolet 2005), 기존 연구에서 

미래시간조망 개념은 목표 추구 및 동기 부여의 관점에서 학습, 교육 

또는 기업 내 업무 수행에 관한 주제로 다루어지거나, 삶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에 따른 노년기 삶의 차이 등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Carstensen 1995; Lang & Carstensen 2002; Nuttin & 

Lens 1985; Mouratidis & Lens 2015 외 참고).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미래시간조망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Carstensen 2006; Mogilner, Kamvar, Aaker 201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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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소비자의 이미지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조망 변인의 영향을 다룬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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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소비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의하고, 자아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개성을 가진 브랜드를 구매한다(Aaker 1999; Belk 1988). 

브랜드 개성(brand personality)이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그 브랜드에 인간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Aaker 1997; Geuens, Weijters, and De Wulf 2009; Grohmaan 

2009), 소비자들은 브랜드 개성을 통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표현하거나 

상징적 혜택(symbolic benefit)을 얻을 수 있다 (Aaker 1999). 자아 

개념(self-concept)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인 이해로 정의되며, 개인의 성격 및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Linville & Carlston 

1994; Aaker 1999). 

소비자의 자아 개념과 브랜드 개성 또는 이미지 간의 적합성(fit)을 

자아 일치성(self-congruity)이라고 한다 (Aaker 1999; Sirgy 1982).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아 개념에 적합한 개성을 가진 

브랜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Malär et al. 2011; Aaker 1999; 

Sirgy 1982) 자아 일치성은 그 브랜드에 대한 정서, 태도 및 행동적 

소비자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Aak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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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hmann 2009; Malär et al. 2011). 이 때문에 자아 일치성 개념은 

소비자의 자아 개념 관련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의 제품 사용, 제품 

소유, 브랜드 태도, 구매 동기, 구매 의도, 브랜드 선택, 브랜드 채택, 

상점 선호, 상점 충성도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적 측면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Sirgy et al. 1997; Claiborne and Sirgy 

1990; Sirgy 1982, 1985). 자아 일치성 이론(self-congruity theory; 

Sirgy 1986)에 따르면 소비자의 행동은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자아 개념(e.g., 실제적 자아 이미지, 

이상적 자아 이미지, 사회적 자아 이미지 등) 간 심리적인 비교에서 

비롯된 일치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때 자아 일치성은 자기 일관성 

또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자아 동기(self-motives)를 통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Sirgy et al. 1997). 

한편, 브랜드 선택 및 제품 구매에 관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 or brand attitude strength)가 주로 사용 되었으나 이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 가운데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Park et al. 2010). 한 브랜드가 생성하는 감정(feelings)은 그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적 수의 

브랜드에 대해 정서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므로 (Thomson, MacInnis, 

and Park 2005) 소비자-브랜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의 감정적인 구성요소들(emotional components)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Fournier 1998; Malär et a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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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은 브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브랜드에 대한 

행동 동기적 측면에서 더 강력한 동인을 가지며, 시간 의존적이어서 

브랜드와 소비 간 장기적으로 구축되어 온 관계를 반영하므로 브랜드 

태도에 비해 소비자-브랜드의 관계를 더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아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Chaplin and John 2005; Park et al. 

2010),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을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Malär et al. (2011)은 브랜드-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는 인지 일관성 이론(cognitive-consistency 

theories; Festinger 1957; Heider 1946)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즉, 

브랜드)를 자신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고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자아 확장 이론(self-expansion theory; Aron et al. 

2005)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 실제적 자아 

일치성(actual self-congruity)은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상적 자아 일치성(ideal self-congruity)은 조절변수에 따라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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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주효과를 다시 검정하고, 그 효과가 소비자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2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자아 개념은 한 가지 이상의 자아 관점(e.g., 실제적 자아 이미지, 

이상적 자아 이미지, 사회적 자아 이미지, 이상적인 사회적 자아 이미지 

등)을 반영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브랜드-자아 이미지 일치성도 

마찬가지로 다차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Sirgy 1985). Malär et al. 

(2001)은 여러 자아 일치성 개념 가운데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을 독립변수로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위의 두 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정하고자 한다. 

실제적 자아는 자신의 인지적 현실에 기초한 자아를 의미하는 반면, 

이상적 자아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또는 되기를 열망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상상력을 기초로 형성된다 (Lazzari, Mario & Harrison 

1978; Wylie 1979). 즉, 실제적 자아 일치성은 소비자의 실제 자아와 

브랜드 개성 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이 브랜드의 개성은 

현실의 나와 같은가”),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와 

브랜드 개성 간 인지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 브랜드의 개성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같은가”) (Malär et al. 2011; Aaker 1999; Sirgy 

1985). 



18 

 

Malär et al. (2011)은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서로 다른 잠재적 동기(underlying motives)에 의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먼저,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자아 검증 이론(self-verification theory; Swann, Stein-Seroussi, and 

Giesler 1992)에 의해 설명되었다. 자아 검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존의 자아 개념을 검증하고, 입증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감에 확신을 주는 경험을 추구하는 

한편 자아감을 위협하는 경험은 피하고자 한다 (Swann, Stein-

Seroussi, and Giesler 1992). 즉, 자신의 실제적 자아와 일치하는 

개성을 지닌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동을 통해 기존의 자아감에 확신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적인 

애착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영향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존중감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상정하는 자아 고양 이론(self-enhancement theory)을 통해 

설명되었다 (Sedikides and Strube 1997). 자아 고양 동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열망하는 것 (즉, 이상적 

자아)에 다가가도록 유도한다 (Higgins 1987). 따라서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에 부합하는 개성을 지닌 경우,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열망이나 꿈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줌으로써 자아 

고양 동기를 충족시키고 (Grubb and Harrison 1967), 그 결과 해당 

브랜드에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alä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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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자아 이미지 일치성과 브랜드 태도의 관계에서 자아 검증성과 

자아 고양성의 매개효과는 권민택, 최낙환 (2009)의 연구에서도 

실증분석 된 바 있다 (조성도, 김민호 2014).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증가할수록 자아 검증 동기가 증가하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적, 행동적 충성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증가할수록 자아 고양 동기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적, 

행동적 충성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är et al. (2011)은 위의 두 이론에 근거하여 브랜드-소비자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실증 분석 

결과 실제적 자아 일치성의 주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와 일치하는 브랜드의 경우 자아 고양 동기를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 사회적 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의 관점에서 실제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 (즉, 

브랜드) 간 차이가 큰 경우 감정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유발되어 

(upward social comparison; Festinger 1954) 그 대상과 거리를 두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Collins 199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조성도, 김민호(2014)는 Malär et al. (2011)의 

연구에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비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familiar 

brands)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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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였다. 브랜드 친숙성이 높아지면 브랜드에 대한 경험, 지식이 

증가함으로써 브랜드를 미래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도선재, 전주언, 문영준 2009; 조성도, 김민호 2014),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의 일치성은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은 

브랜드에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성도, 

김민호(2014)는 소비자의 브랜드 친숙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통해 가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실험 연구를 하였으며, Malär et al. (2011)의 결과와 달리 가상 

브랜드와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 이미지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서적 브랜드 애착 

개념은 시간 의존적인 개념이어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장기적으로 

구축되어 온 관계를 반영한다 (Park et al. 2010). 즉, 소비자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브랜드를 가상적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정서적 브랜드 

애착을 측정하는 것은 외적 타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저자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조성도, 김민호 2014; Aaker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lär et al. (2011)의 방식을 일부 변형하여, 

소비자가 기존에 알고 있고 친숙한 브랜드를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되,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 정도는 브랜드 친숙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Malär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브랜드를 

랜덤으로 제시하고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을 - 브랜드 친숙성, 브랜드 

경험 여부, 브랜드 지식 –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여 전체적인 브랜드 

친숙성의 평균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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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친숙하고 알고 있지만 경험 

정도가 높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도 응답 가능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면 

브랜드 경험에 따른 효과가 최소화되고, 그 결과 실제적 자아 일치성 뿐 

아니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도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실제적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2 

 

2.3 미래시간조망과 자아 동기 (self-motives)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다 

소진되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 시간에 

대한 인식, 즉 삶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은 동기, 인지, 그리고 감정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Carstensen 

2006). 특히 목표 지향적 행동(goal-directed behavior)은 개인의 

인지적인 미래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식은 목표 

선택(goal selection) 및 목표 추구(goal pursuit)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Nuttin 1964). Nuttin(1964)은 미래시간조망을 단순히 개념화된 

미래 시간의 길이로 보는 시각 (Wallace 1956)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관점은 미래시간조망을 

인간의 인지적인 동기 부여에 대한 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였다 

(Volder & Lens 1982; Atkinson & Raynor 1978; Heckhausen 1977). 

미래시간조망에 대한 여러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면 미래 지향성 및 장기적 목표 추구 동기를 갖게 

되는 반면,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면 현재 지향성 및 단기적 목표 

추구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Nuttin & Lens 1985; Eccles & 

Wigfield 2002; Husman & Lens 1999; Lens, Paixão & Herrera 2009; 

Carstensen et al. 1995; Carstensen et al. 2011; Mroczek & Kolarz 

1998).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몇 가지 다른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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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  

먼저 Nuttin & Lens (1985)에 따르면 개인은 모호한 지향성에 

불과한 욕구(needs)를 보다 정교한 인지적 기능을 거쳐 목표(goals)로 

구체화함으로써 구조화된 미래의 모습을 형상화하며, 미래시간조망은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욕구의 인지적 정교화, 즉 시간의 구조가 

정교화된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긴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사람은 짧은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사람 대비 미래의 목표에 대한 시간 

구조가 정교화되어 있어 미래의 주어진 시점에 대한 연대적 시간 간격을 

심리적으로 짧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ens 1986; Nuttin & Lens 1985; 

Bilde, Vansteenkiste & Lens 2011).  

다른 측면으로, 시간적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진 미래에 실현될 

목표에 대한 유인가(incentive value)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른 기질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표가 달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예상할수록 목표 달성 또는 보상에 대한 

유인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한다 (Rachlin 1995). 그러나 긴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경우 미래 지향성을 가지므로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현재 행동의 결과로 미래에 목표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다. 따라서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더라도 그 목표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Eccles & Wigfield 2002; Husman 

& Lens 1999; Lens, Paixão & Herre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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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감성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에서는 미래시간조망의 개인차를 설명함에 있어 인간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 집중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미래시간조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Carstensen 2006; Williams & Drolet 2005).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면), 미래 

지향적이 되어 미래의 성공을 목표로 현재의 정신적 만족을 희생하며 

지식과 인간관계의 확장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삶에서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현재지향성을 가지며 삶의 목표에서 

정서적인 측면 또는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게 된다 (Carstensen et al. 1995; Carstensen et al. 2011; 

Mroczek & Kolarz 1998; 한경훈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Carstensen(2006)과 동일한 관점에서 미래시간조망을 삶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삶에서 미래에 남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인지하는지 (즉,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limited FTP) 혹은 남은 시간이 길다고 인지하는지 (즉,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extensive FTP)에 따라 미래 지향성과 목표 추구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실제적 또는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브랜드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전제할 때 (조성도, 

김민호 2014; Malär et al. 2011; 권민택, 최낙환 2009), 삶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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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까? 

먼저 소비자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브랜드와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 이미지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되기를 열망하는 

(Wylie 1979) 이상적 자아를 갖고 있으며, 어떤 브랜드 개성이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일치할 경우 그 브랜드와 자아 간에 높은 이상적 자아 

일치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이상적 자아는 소비자가 되고 싶다고 믿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상상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Lazzari, Mario & 

Harrison 1978; Wylie 1979) 현실과 다르게 가상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먼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은 실제적 자아에 

비해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가 멀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Liberman, Trope, & Stephan 2007; Malär et al. 2011). 하지만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소비자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 먼 미래의 

목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짧게 느끼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는다 (Eccles & Wigfield 2002; Husman & 

Lens 1999; Lens, Paixão & Herrera 2009). 즉, 미래에 남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이상적 자아와 

다르더라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면(self-improvement) 미래에 

자신이 열망하는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과 동기를 가지므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소비자 대비 - 그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된다. 반대로 미래에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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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현재 지향성을 가지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상적 자아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낮게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더라도 –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소비자 대비 –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Malär et al. 2011; 조성도, 김민호 2014) 현재 시점만이 논의의 

대상이었으므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이,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존중감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자아 고양 동기(self-enhancement motive; Sedikies & Strube 

1995)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래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경우 미래 지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에 자신의 이상적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동기, 즉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가 증가함으로써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자아 증진 동기는 기분을 

향상(feeling better)시키기 보다는 상황을 좋아지게(getting 

better)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현재지향성 보다는 미래지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아 고양 동기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자아 

증진 동기는 개인이 현재 가진 자질을 확인하고 입증하기 보다는 

변화시키는 것(changing personal qualities)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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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검증 동기와도 구분된다 (Taylor, Neter & Wayment 1995).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은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한다. 

즉,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장적 시간 조망을 가지면 

어떤 브랜드와의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제한적 시간 조망을 가지는 소비자에 비해, 그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낄 것이다. 

가설 4: 가설 3의 효과는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에 의해 매개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까? 실제적 자아는 자신의 

인지적 현실에 기초한 자아로서 (Lazzari, Mario & Harrison 1978; 

Wylie 1979) 실제적 자아 일치성은 소비자의 실제 자아와 브랜드 개성 

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Malär et al. 2011; Aaker 1999; 

Sirgy 1985). 즉, 실제적 자아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아로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이므로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이상적 자아에 비해 개연성이 높고(more probable)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Liberman, Trope, & Stephan 2007; Malär et al. 2011). 해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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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서는 어떤 대상 및 사건과 사람 간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그 사람은 그 대상이나 사건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그 대상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맥락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풍부한 세부사항을 활용하여 구체 명사(concrete terms)로 

사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실제적 자아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실제적 자아와 일치하는 브랜드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Malär et 

al. 2011), 소비자들은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은 브랜드를 낮은 해석 

수준(lower construal level)으로 해석할 것이다.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정서적 애착은 본질적으로 연관된 개념이므로, 결론적으로 대상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해석 수준은 소비자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Malär et al. 2011). 이처럼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자아 개념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것인데 비해, 미래시간조망은 

미래 시점의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목표 선택 및 목표 추구 

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Nuttin 1964). 따라서 

미래시간조망은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변수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소비자들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 자아를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인지함으로써, 어떤 

미래시간조망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자신의 실제적 자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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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이 높은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관점에서 (Malär et al. 2011; 권민택, 

최낙환 2009)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자아 검증 

동기(self-verification motive)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 수록, 그 브랜드는 

소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아감에 확신을 줌으로써 자아 검증 

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그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가설 1의 효과는 자아 검증 동기(self-verification 

motive)에 의해 매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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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가설 및 모형 설계 

 

앞서 설명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소비자들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조절되는지 여부와 그 이면의 기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브랜드와 

소비자 간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각각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시간조망 변수의 

조절효과는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서는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미래지향성 및 미래의 목표에 대한 동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의 경우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 증진 

동기를 갖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후자 대비 해당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한편, 실제적 자아 

일치성은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실제적 자아 개념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래 시점의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는 미래시간조망에 따른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기존의 자아 

개념을 검증하고, 입증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자아 검증 동기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두 번의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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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첫 번 째 연구에서는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개인차 

변수로서 측정된 (Lang & Carstensen 2002) 미래시간조망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25세부터 35세 사이의 

동일한 연령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래시간조망을 조작한 후 해당 

변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생활 연령과 관계 없이 오직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효과의 근원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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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실제적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은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한다. 

가설 4: 가설 3의 효과는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에 의해 매개된다. 

가설 5: 가설 1의 효과는 자아 검증 동기(self-verification motive)에 

의해 매개된다. 

 

[그림 1] 전반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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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설계 및 분석 결과 

 

4.1 연구 1 

 

연구 1은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개인차 변수로서 측정된 (Lang & 

Carstensen 2002)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4.1.1 자료 수집 및 표본 

 

Amazon Mturk을 통해 응답자를 모집하여 총 2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운데 나이가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설문을 

완료한 자에게는 $0.5 (USD)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 응답자들은 

Mturk에 제시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에 접근했고, 설문조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을 읽은 후 임의로 하나의 브랜드를 할당 받아, 

한 브랜드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별 소비자와 특정 친숙한 브랜드 간의 

애착 관계이다 (Malär et al. 2011). 브랜드 애착은 시간 의존적이어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장기적으로 구축되어 온 관계를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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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므로 (Park et al. 2010) 정서적인 브랜드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새롭게 접하거나 생소한 브랜드가 아닌,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개별 응답자들에게 친숙도가 

높은 브랜드를 제시하기 위해, Malär et al. (2011)의 방식과 유사하게 

인터브랜드(Interbrand)의 2016 global best brand에서 50위 이내 

브랜드 가운데 B2C를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평가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 중 다음의 제품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16개 

브랜드에 대해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제품 카테고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automotive (19.8%), apparel (3.2%), luxury 

(7.7%), sporting goods (8.9%), technology (24.6%), electronics 

(14.9%), FMCG (21%). 

임의로 하나의 브랜드를 할당 받은 응답자들은 먼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을 다음과 같이 두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에 응답하였다 

(Malär et al. 2011; Kent and Allen 1994; “나는 브랜드x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나는 브랜드x의 제품을 알고 있다”). 모든 응답은 

“매우 동의함(strongly agree)”과 “매우 동의하지 않음(strongly 

disagree)”이 제시된 7점 리커트 척도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평균 

응답이 4.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4.5점 미만인 경우에는 친숙성이 4.5점 이상인 브랜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임의의 브랜드를 추가 할당하여 친숙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 연구에서와 차별되는 점은, Malär et al. (2011)은 브랜드 

친숙성, 브랜드 경험 여부, 브랜드 지식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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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성 개념을 측정하였고 (“나는 브랜드x가 매우 친숙하게 느껴진다,” 

“나는 브랜드x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브랜드x의 제품(들)을 알고 있다”; 5점 리커트 척도) 세 점수의 평균이 

3.5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특히 평가 문항에 

강조 부사 “매우(very)”가 포함되어, 결론적으로 친숙성과 경험 정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근거하였을 때 이상적 자아 (높은 

해석 수준)는 현재 자신이 가진 실제적 자아 (낮은 해석 수준)와 

차별되는, 미래에 되고자 하는 자아상이므로, 현실에서 친숙하게 

경험해서 현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낮은 해석 수준) 보다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높은 해석 

수준)에서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의 일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성도, 김민호 2014; 도선재, 전주언, 문영준 2009). 

즉, Malär et al. (2011)의 연구에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응답자의 브랜드 사용 경험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조성도, 김민호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경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브랜드 사용 경험 여부는 제한하지 

않고, 브랜드 친숙성, 브랜드 지식에 관한 두 문항의 평균이 최소 4.5점 

이상인 경우 이후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랜드 친숙성과 

브랜드 지식을 응답 조건으로 제한한 이유는, 앞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브랜드 애착은 시간 의존적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 대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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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어야 관측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많은 사용 경험은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관여도(product involvement) (Malär et al. 2011; Van Trip, 

Hoyer & Inman 1996)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0.477, p<0.01). 이는 브랜드 친숙성이 높아지면 지각된 

위험이 감소하고 경험, 지식이 증가하며 브랜드를 자신의 현실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조성도, 김민호 2014; 도선재, 전주언, 문영준 

2009) 기존 연구 내용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또한 Malär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특정 브랜드 제품에 대한 높은 관여도는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가설 4a), 반대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사이의 관계는 약화시킨다(가설 

4b)는 조절효과가 검정되었으므로 브랜드 친숙성 선별 문항에서 브랜드 

경험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1.2 실험 절차 및 측정 도구 

 

랜덤으로 제시된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이 4.5점 이상인 경우, 

응답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제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와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독립 변수인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Malär et al. (2011)에서 

사용된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Sirgy et al. (1997)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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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Sirgy et al. (1997)은 자아 일치성은 

전체론적인(holistic, gestalt-like) 인식이므로,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심리적 자아 일치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에 비해 소비자 행동 (e.g., 브랜드 선호 및 브랜드 태도)을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식임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브랜드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응답자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각각 미리 

설정된 이미지 속성 세트에 응답하도록 하며, 각 이미지 차원에 대해 

차이 또는 비율 점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후 모든 이미지 차원의 차이 

점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설정된 

이미지 속성 세트에 대해 응답하므로 실제 브랜드 또는 자아 이미지와 

관련 없는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고, 브랜드와 자아 이미지 일치성을 

단편적인 과정으로 상정하여 보상적 의사결정 규칙을 가정함으로써 자아 

이미지 일치성의 전체론적인 속성을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아 이미지 일치성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 대비 제한적인 예측 

타당도를 가질 수 있다 (Sirgy 1997). 

이 포괄적인 측정은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진행된다. 즉, 

응답자들은 먼저 브랜드의 성격, 그들 자신의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 대해 숙고 및 상술한 다음 전체적인 브랜드 성격과 자아 일치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브랜드 X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인간의 특성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성격(실제 자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기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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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다. 이를 완료한 후에, 응답자가 인지한 브랜드 성격과 자기 성격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7점 리커트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에 나타냈다.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측정도 상기한 것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Malär et 

al. 2011; Sirgy 1997; 조사 지침 및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1 참조). 

 종속변수인 정서적 브랜드 애착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 

척도를 차용하여 평가했다 (Tomson, Maclnnis, and Park 2005). 

제시된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 애정(affection), 사랑(love), 연결감 

(connection), 열정(passion), 기쁨(delight), 매혹(captivation)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미래시간조망은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Bhattacharjee & Mogilner 

2014; Cate & John 2007) Lang and Carstensen(2002)의 미래시간조망 

척도(Future Orientation Scale)를 사용해 인생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지각, 즉 자신의 미래를 제한된 것으로 인지하는지 또는 광범위한 

것으로 인지하는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문항 예: “내 삶의 대부분은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다”; “내겐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 

“나는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Bhattacharjee 

and Mogilner 2013; Lang and Carstensen 2002).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 (1점=전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0개 문항 응답에 대한 내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는 .897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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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본 척도는 나이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자신의 미래가 더 제한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r(248) = -.337, p ‹ .001).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응답한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관여도 

(Malär et al. 2011; Van Trijp, Hoyer & Inman 1996) 및 간단한 

인구통계적 질문에 응답한 후 설문조사를 마쳤다. 

 

4.1.3 통계 분석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주효과 (가설 1, 2)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사람들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Hayes (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모형 1 [그림 2]을 사용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Process는 경로 분석을 위한 계산 

매크로로서 연속 변수에 대해 최소자승(OLS)회귀분석에 기초하여 모델 

계수 추정을 제공한다. 조절효과의 상호작용의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존슨 네이만 (Johnson-

Neyman)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작용 탐색을 위한 다른 방법인 

단순기울기 (simple slopes)분석은 X와 Y에 대한 조건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절 변수의 특정값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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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존슨 네이만 방법은 이러한 자의적 선택의 

단점이 해소된 분석법으로, 조절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 사용되며, 

조건부효과와 표준오차의 비율이 정확하게 tcritical (p=α에 해당하는 t의 

임계치)값을 갖는 조절변수의 값을 찾아 Y에 대한 X의 유의한 영향과 

유의하지 않은 영향 간의 전환을 나타내는 조절 변수의 값들을 표시한다 

(Hayes 2013). 

조절효과 모형 분석 시 변수를 평균중심화 하는 것이 상호효과 

검정 시의 추정의 정확성과 가설검정 및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변수의 해석을 의미있게 하는 목적 외에는 

평균중심화가 불필요하다는 문헌의 주장에 따라 (Hayes 2013; Hayes 

2012; Whisman & McClelland 2005),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는 모두 

평균중심화를 하지 않았다. 

 

4.1.4 결과 

 

위와 같은 절차로 조사를 진행하여 총 248명의 응답자가 

모집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6.21세였으며, 최저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88세였다. 연령대 별로 18-39세 41.1%; 40-59세 32.7%; 

60세 이상 26.2%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성 43.1%, 여성 

56.9%의 비율이었고, 직업은 고용인 72.2%, 실업 및 퇴직자 24.6%, 

학생 3.2%의 비율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투입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실제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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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2항목)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 (2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는 각각 .936, .948이었고, 종속변수인 정서적 브랜드 

애착 (6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45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 점검을 

위해 실제적 자아 일치성, 이상적 자아 일치성,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세 변수를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했고 직교회전 방법 중 배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항목이 실제적 자아 일치성, 이상적 자아 일치성,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3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m)의 값은 .884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tlett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 주효과 (Main Effect) 

독립변수인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종속변수인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주효과 (가설 1, 2)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β= .420, t(245) = 7.136, p ‹ .001), 그리고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β= .369, t(245) = 6.269, 

p ‹ .001) 간에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 

= .513, p ‹ .001). 이는 Malär et al. (2011)과는 다른 결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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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두 차례 시행된 연구에서 모두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경험 여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 된다.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상관계수(r)는 .657 (p 

‹ .001)로 다소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선성 

통계량인 VIF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VIF = 1.761) 두 변수가 함께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Cohen et al. 2003). 

 

 [표 1]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 

1 (연구 1; 회귀분석) 

(N = 248)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842 .193  4.368 .000 

실제적 자아일치성 .376 .053 .420 7.136 .000 

이상적 자아일치성 .338 .054 .369 6.269 .000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517, F = 131.24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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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제품 범주에서 가정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범주에 따른 하위 그룹에서도 실제적 및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제품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e.g., FMCG, 내구 소비재, 서비스 및 유통; 

Malär et al. 2011) 분류하면 단위 별 샘플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인 

분석이 어려우므로, 제품 영역의 정체성 관련성 (identity relevance)을 

기준으로 두 가지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소비자의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의존한다 (Park et al. 

2010). 그렇다면 그 브랜드의 제품군이 소비자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정도, 즉 해당 브랜드 제품의 정체성 상징성(symbolic of identity)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도를 다르게 

인지함으로써 브랜드 애착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즉, 브랜드-자아 

일치성이 동일할 경우, 제품 카테고리의 정체성 상징성이 클수록 해당 

제품의 브랜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도를 크게 인지함으로써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제품 영역 (product domain)을 자신의 정체성을 암시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Belk 1981) 어떤 제품 영역은 다른 제품 

영역에 비해 더 쉽게 타인에게 사용자에 대해 표현하기도 한다 

(Escalas and Bettman 2005). Berger & Heath(2007)는 소비자들이 

제품 영역 별로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며, 제품의 

정체성 상징성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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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Chan et al. (2012)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의류, 액세서리와 같은 

제품은 보다 정체성과 관련된(identity-relevant) 영역이라고 여기는 

반면, 전자제품, 가사 용품 등은 상대적으로 정체성과 덜 관련된 

영역이라고 여긴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브랜드 카테고리 가운데 automotive, apparel, luxury, 

sporting goods를 정체성 관련성이 높은 하위 그룹으로, technology, 

electronics, FMCG를 정체성 관련성이 낮은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정체성 관련성 기준으로 자료를 분할한 뒤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다중 회귀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브랜드 카테고리의 정체성 관련성에 관계 없이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두 그룹에서 모두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그리고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간에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또한 정체성 관련성이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또는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정체성 관련성이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B=.105, t(244) = 1.208, p = .228) 또는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B=.002, t(244) = .0268, p = .979)의 관계에 모두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카테고리의 

정체성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하위 그룹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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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 되어, 서로 다른 브랜드 카테고리를 

통합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표 2]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 

2 (연구 1; 회귀분석; 하위 집단 구분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정체성 

관련성 

높음 

(n=98) 

(상수) .841 .281  2.989 .004 

실제적 

자아일치성 
.492 .077 .538 6.360 .000 

이상적 

자아일치성 
.282 .078 .307 3.630 .000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591, F = 68.665 (p ‹ .001) 

정체성 

관련성 

낮음 

(n=150) 

(상수) .829 .260  3.195 .002 

실제적 

자아일치성 
.318 .072 .356 4.408 .000 

이상적 

자아일치성 
.369 .074 .404 5.008 .000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486, F = 69.48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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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Moderation Effect)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사람들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Hayes (2013)가 설명한 절차에 따라 SPS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Process Model 1; [그림 2]: 이상적 

자아 일치성[X], 미래시간조망 [M], 정서적 브랜드 애착[Y]). 

가설 3의 조절 변수인 미래시간조망은 생활 연령(chronological 

age)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생활 연령이 삶에서의 

남은 시간과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이와 미래시간조망 간에 

체계적인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Carstensen 2006). 본 연구에서도 

나이와 미래시간조망 변수의 상관계수( r )는 -.337 (p ‹ .001)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절효과 분석 

시 연령(age)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생활 연령의 효과가 배제되었을 

때,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오직 개인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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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절효과의 개념적 모형 (Process Model 1; Hayes 2013) 

 

 

[그림 3] 조절효과의 통계적 모형 (Process Model 1; 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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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조건부 효과를 

검정한 결과,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B=.084, t(243) = 2.690, p = .008) [표 3].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 변수의 어느 영역에서 유의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은지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해 (Hayes 2013) 

존슨 네이만 방법 (Johnson-Neyman technique)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이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백분위 분석 결과 5가지 백분위 

값에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미래시간조망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증가 (.426 

→ .69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시간조망 변수 값의 

모든 영역에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면 어떤 브랜드와의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제한적 시간 조망을 가지는 사람에 비해, 그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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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

간조망의 조절효과 (연구 1; Hayes Process macro model 1) 

(N = 248) 

 B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1.255 .672 1.868 .063 

이상적 자아일치성 .208 .139 1.503 .134 

미래시간조망 -.004 .137 -.027 .979 

이상적 자아일치성*미래시간조망 .084 .031 2.690 .008 

연령 (age) .001 .005 .244 .808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481, F = 56.234 (p ‹ .001) 

 

[그림 4]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

시간조망의 조절효과 (연구 1; Hayes Process macro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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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PS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Process Model 1; 

[그림 2]: 실제적 자아 일치성[X], 미래시간조망[M], 정서적 브랜드 

애착[Y]).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순수한 미래시간조망의 효과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측했던 것처럼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B=.028, 

t(243) = 0.863, p = .389). 

 

4.1.5 논의 

 

연구 1의 실험 결과는 실제적 자아 일치성 및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어떤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적 자아 

이미지와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나며 (가설 1), 

또한 어떤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난다 (가설 2). 

이는 Malär et al. (2011)와는 다른 결과로, 해당 연구에서는 두 

차례 시행된 연구에서 모두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Malä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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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사회적 비교이론 (Festinger 1954)에 근거하여 현실의 

자아와 브랜드 이미지 간 차이가 크면 부정적 감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근거하여 이상적 자아 (높은 해석 

수준)는 현재 자신이 가진 실제적 자아 (낮은 해석 수준)와 차별되는 

미래에 되고자 하는 자아상이므로, 현실에서 친숙하게 경험해서 현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낮은 해석 수준) 보다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높은 해석 수준)에서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일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조성도, 

김민호 2014; 도선재, 전주언, 문영준 2009), Malär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제시된 브랜드에 대해 많은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조성도, 김민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경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브랜드 사용 경험을 

제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조성도, 김민호 (2014)의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 1에서는 개인의 미래시간조망이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장적 조망을 가지면 어떤 브랜드와의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제한적 시간 조망을 가지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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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그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이러한 효과는 

연령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시간조망이 생활 연령과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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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2 

 

지금까지 검정된 효과가 나타나게 된 근원적 기제(underlying 

mechanism)을 탐구하고, 연구 1에서 확인된 효과를 새로운 표본에서 

재 확인하여 조사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 미래시간조망이 다양한 연령대(20~88세)의 샘플로부터 

측정된 값이고, 개인의 생활 연령은 삶에서의 남은 시간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연구 1; r(248) = -.337, p ‹ .001)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 검정 시 (가설 3) 나이와 조절변수 간에 

체계적인 연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연구 1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생활 연령의 

효과가 배제된 상태에서 미래시간조망의 효과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응답자를 25세부터 35세 사이의 비슷한 연령대로 

제한함으로써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생활 연령과 

관계 없이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연구 1에서 미래시간조망을 개인차 변수로 측정했던 것과 달리, 연구 

2에서는 응답자들이 삶에서 남은 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인지하도록 

조작함으로써 해당 효과의 강건성을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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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자료 수집 및 표본 

 

Amazon Mturk을 통해 응답자를 모집하여 총 14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현재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령은 25세부터 35세로 한정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에게는 $0.4 (USD)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Mturk에 제시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에 접근했고, 설문조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을 읽은 후 임의로 

하나의 브랜드를 할당 받아, 한 브랜드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다양한 제품 범주에 대한 모형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연구 1에서 제시되었던 인터브랜드(Interbrand)의 2016 global best 

brand 중 50위 이내 브랜드 가운데, 20대 및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인지도 및 친숙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스포츠 용품(Nike), 

테크놀로지(Apple), 전자 제품(Canon) 카테고리의 세 가지 제품 중 

하나를 대상 브랜드로 제시했다. 의류 카테고리(H&M, Zara)의 경우 

연구 1에서 남성 응답자로부터 친숙도가 낮게 평가된 경향이 있어 대상 

카테고리에서 제외하였다. 

응답자들은 임의로 한 브랜드를 할당 받은 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을 브랜드 친숙도, 제품 인지도 두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에 

응답하였다 (Malär et al. 2011; Kent and Allen 1994; “나는 브랜드x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나는 브랜드x의 제품을 알고 있다”). 모든 

응답은 “매우 동의함(strongly agree)”과 “매우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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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strongly disagree)”이 제시된 7점 리커트 척도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평균 응답이 4.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4.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임의의 브랜드를 추가 

할당하여 브랜드 친숙성이 4.5점 이상인 브랜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4.2.2 실험 절차 및 측정 도구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독립 변수인 실제적 자아 

일치성 및 이상적 자아 일치성을 측정하고, 응답자를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집단과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미래에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조작한 후 채움 과제(filler task)를 

시행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정서적 브랜드 애착, 매개변수인 자아 

증진 동기 및 자아 검정 동기를 측정하였다. 

 

1) 실험 자극 

미래시간조망을 개인차 변수로 측정한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확장적 미래시간조망(extensive FTP) 집단과 제한적 

미래시간조망(limited FTP) 집단으로 구분하여 응답자를 무작위로 

할당한 후 피험자간 요인(between subjects factor)으로 인생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을 조작했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조작 

방법을 응용하여 (Bhattacharjee & Mogilner 2013; Kim, Zaube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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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man 2012), 인간의 평균(최적) 기대 수명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각각 읽도록 안내한 후 평균(최적)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 선을 제시하고 슬라이더로 그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표시함으로써 삶에서 남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도록 

했다. 두 집단에 제시된 기사 길이는 글자수 151자로 동일하게 

통제되었다. 구체적으로, 확장적 시간 조건의 참가자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 (즉, 평균 생존 

기간)이 곧 90세에 이를 것임이 밝혀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최근 연구 결과, 2030년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할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기사를 읽은 후 0세에서부터 

90세가 최고 연령으로 표현된 평균 수명을 나타낸 선 상에 슬라이더로 

자신이 해당되는 연령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제한적 시간 조건의 

참가자들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최적 

평균 수명 (즉, 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기 이전의 평균 수명)은 

40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최근 연구 결과, 뇌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질이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약 40세부터 감소됨에 따라 뇌 기능이 감소되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세포, 혈관계 및 인지 기능이 감소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사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0세에서부터 40세가 최고 연령으로 

표현된 최적 평균 수명을 나타낸 선에 슬라이더로 자신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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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지 표시하였다. 제한적 시간 조건의 참가자들은 확장적 시간 

조건에 비해 슬라이더를 최고 연령을 나타내는 선의 우측 끝에 더 

가깝게 이동시키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짧다는 점이 

시각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방법이 사용되었던 이전 연구는 오프라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길이의 선이 

제시되었지만,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사용된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선의 길이가 달리 나타나 

조작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사용 기기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설문의 마지막 문항에서 어떤 기기(e.g., 데스크탑, 랩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사용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슬라이더로 자신의 현재 연령 위치를 표시한 후 응답자들에게 기사를 

읽은 후의 느낌을 서술하도록 하여 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유도했고, 이 내용은 분석 시 조작 점검을 위한 부수적인 지표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조작 점검을 위해 Lang and Carstensen 

(2002)의 미래시간조망 척도 가운데 연구 1에서 신뢰도 분석 시 

척도의 전체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4항목을 제외한 6항목을 측정하여 

조작 집단 간 미래시간조망을 다르게 인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지문의 인지된 난이도 차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기사의 난이도를 7점 리커트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조작된 정보에 대한 내적 시연(covert rehearsal)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Bower 1972) 조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채움 과제(filler task)를 시행했다. Anderson (1999)에 의해 고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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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완성 과제(word completion task) 중 중의적 의미를 가진 

10단어를 제시했고, 응답자들은 약 2분에 걸쳐 일부 글자가 삭제된 

단어를 완성하는 과제를 했다. 

 

2) 측정 

독립 변수인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자아 일치성을 직접적으로 질문해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Malär et al. 2011; Sirgy et al. 

1997). 

미래시간조망에 대한 조작 및 채움 과제 후, 응답자들은 종속변수인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6문항에 응답하였다. 정서적 브랜드 애착은 

연구 1에서와 같이 제시된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 애정(affection), 

사랑(love), 연결감(connection), 열정(passion), 기쁨(delight), 

매혹(captivation)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와 자아 검증 동기(self-verification motive)를 각각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 기존 연구에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관련 문헌에 제시된 개념의 정의를 기초로 문항을 개발하여 

(Breines et al. 2012; Sedikides et al. 1997; Taylor et al. 1995; Swann, 

Stein-Seroussi, and Giesler 1992) 제시된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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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4.2.3 통계 분석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주효과 (가설 1, 2)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사람들의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Hayes (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모형 1을 사용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절변수가 이분형 변수이므로, 조절효과의 

상호작용의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은 조절변수의 두 집단에 

대하여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건부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확인되었다 (Hayes 2013). 

또,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의 근원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형 8을 사용하여 편의수정 부스트랩 신뢰구간방법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미래시간조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Process 

macro의 모형 4를 통해 Sobel 검정과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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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결과 

 

최종적으로 총 146명의 응답자가 모집되었다. 모집된 응답자들은 

25세에서 35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연령은 30.3세였다. 

성별은 남성 35.6%, 여성 64.4%의 비율이었고, 직업은 고용인 79.4%, 

실업 및 구직자 15%, 학생 5.5%의 비율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투입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실제적 자아 

일치성(2항목)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2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각각 .908, .944이었다. 종속변수인 정서적 브랜드 애착 (6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945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제적 

자아 일치성, 이상적 자아 일치성,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세 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직교회전 방법 중 배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항목이 실제적 자아 일치성, 이상적 자아 일치성,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3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

Meyer-Olkim)의 값은 .893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tlett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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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효과 (Main Effect) 

연구 1에서 검정되었던 가설 1, 2의 주효과를 재확인 하기 위해 

먼저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개인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β= .373, t(143) = 5.222, p < .001), 

그리고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 (β= .465, t(143) = 

6.508, p < .001) 간에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 = .575, p < .001). 이는 연구 1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고, 

Malär et al. (2011)과는 다른 결과로, 해당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조사에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상관계수(r)는 .652 (p < .001)로 다소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선성 통계량인 VIF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VIF 

= 1.739) 두 변수가 함께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Cohe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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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 

(연구 2; 회귀분석) 

(N = 146)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535 .247  2.168 .032 

실제적 자아일치성 .372 .071 .373 5.222 .000 

이상적 자아일치성 .458 .070 .465 6.508 .000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581, F = 99.058 (p ‹ .001) 

 

2) 조절효과 (Moderation Effect) 

미래 시간 인식에 대한 조작 점검을 위해 집단 별 미래시간조망 

측정값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조건의 응답자들(M = 5.295; SD = 1.08)은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조건의 응답자들에 비해(M = 4.256; SD = 1.38; F(1, 145) 

= 4.332, p ‹ .001) 미래시간조망의 측정 값이 유의하게 높게 (즉, 

자신의 미래에 남은 시간을 더 확장적으로 인지함) 나타나 집단간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 되었다. 

미래시간조망을 개인차 변수로 측정하지 않고,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작한 경우에도 해당 변수가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가설 3) 검정하기 위해 Hayes 

(2013)가 설명한 절차에 따라 SPS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Process Model 1; [그림 2]: 이상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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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X], 미래시간조망 [M], 정서적 브랜드 애착[Y]). 기대(최적) 

수명을 나타내는 선 상에 슬라이더로 자신의 나이를 표현함으로써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에서, 화면 크기에 따라 

응답자들이 기대(최적) 수명까지 남은 선의 길이를 다르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용한 기기의 영향을 통제했다. 또, 그룹 간 

제시된 지문의 인지된 난이도 차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지문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연구 1에서와 달리 동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응답자의 연령은 모델 상에서 

통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미래시간조망 집단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시간조망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가설 3; B=-.262, t(140) = -2.418, p 

= .017)[표 5]. 하지만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브랜드에 대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아지면 두 집단에서 모두 정서적 브랜드 애착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미래시간조망 집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집단 간 기울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조건의 경우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조건에 비해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가설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 변수인 두 집단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효과를 추정하여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Hayes 2013). 그 결과 확장적 미래 시간 조건에서는 주어진 브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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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평균적으로 .8056만큼 증가하는 반면 (t = 10.286, p ‹ .01), 제한적 

미래 시간 조건에서는 주어진 브랜드에 대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평균적으로 .543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t = 7.110, p ‹ .01) 나타났다. 두 집단의 조건부 

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과 95% 신뢰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 모두 브랜드에 대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증가지만, 이러한 효과가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시간조망은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184, t(140) = -1.540, p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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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

간조망의 조절효과 (연구 2; Hayes Process macro model 1) 

(N = 146) 

 B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304 .808 .376 .707 

이상적 자아일치성 1.068 .173 6.171 .000 

미래시간조망 (group) .324 .487 .666 .507 

이상적 자아일치성*미래시간조망 -.262 .108 -2.418 .017 

사용 기기 유형 (control) -.058 .079 -.736 .463 

지문의 인지된 난이도 (control) .148 .067 2.200 .029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578, F = 38.278 (p ‹ .001) 

 

 [그림 5]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

시간조망의 조절효과 (연구 2; Hayes Process macro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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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 

다음으로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에 따른 자아 증진 동기의 매개효과 (가설 

4)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 증진 동기 및 자아 검증 동기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했으므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변수에 투입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각각 평가한 결과 

자아 증진 동기(3항목)와 자아 검증 동기(3항목)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각각 .960, .962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두 자아 증진 동기와 자아 

검증 동기 두 변수를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했으며 직교회전 방법 중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항목이 자아 증진 동기와 자아 검증 동기의 2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의 값은 .878로, 두 

변수의 선정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가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에 의해 

매개되는지 (가설 4)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형 8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정했다 [Process Model 8; 그림 6; 이상적 자아 

일치성[X], 미래시간조망[W], 자아 증진 동기[Mi], 정서적 브랜드 



67 

 

애착[Y]). 조절효과 검정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조사 참여 시 사용한 

기기, 제시된 지문의 난이도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첫 번째로, 자아 증진 동기[Mi]에 대해 이상적 자아 일치성[X], 

미래시간조망[W],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항[XW]을 회귀분석 하였다. 

이 분석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R2 = .572, F(5,140) = 37.461, p 

‹ .001),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미래시간조망의 상호작용항 또한 자아 

증진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 = -.263, t(140) = -

2.211, p ‹ .05).  

두 번째로, 정서적 브랜드 애착[Y]에 대해 자아 증진 동기[Mi], 

이상적 자아 일치성[X], 미래시간조망[W], 그리고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미래시간조망의 상호작용항[XW]을 회귀분석 하였다. 이 분석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 R2 = .768, F(6,139) = 76.592, p 

‹ .001), 자아 증진 동기도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613, t(139) = 10.671, p ‹ .001) [표 

6]. 

다음으로, Y에 대한 X의 조건부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s)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bootstrap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7]. 두 집단에서 모두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95% CI: [.1150 ~ .4198];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95% CI: [.0336 ~ .2985]) 두 조건에서 모두 매개변수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제시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매개변수인 자아 증진 동기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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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인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조절될까?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간접효과와 조절변수의 관계를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가 0이 아닌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만일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와 조절변수의 관계는 0이 아니라고(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추론한다 (Hayes 2013). 분석 결과 

X→M→Y의 간접효과가 W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조절된 매개지수)는 -.1609이고, 이에 관한 95% bootstrap 

신뢰구간은 (95% CI: [-.2833 ~ -.0414])이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건부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두 집단 모두 브랜드와 이상적 자아 

일치성[X]이 높을수록 자아 증진 동기[Mi]가 증가함으로써 정서적 

브랜드 애착[Y]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조절변수인 

미래시간조망[W]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즉,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집단의 경우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집단 대비, 자아 증진 동기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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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조절된 매개효과의 개념적 모형 (Process Model 8; Hayes 2013) 

 

 

 [그림 7]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모형 (Process Model 8; 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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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자아 증진 동기를 통

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간접효과 (Hayes Process macro 

model 8) 

(N = 146) 

 매개변수 

B 
표준오차 t 

유의

확률 

(상수) .564 .885 .638 .525 

이상적 자아일치성 1.141 .190 6.021 .000 

미래시간조망 (group) .233 .534 .437 .663 

이상적 자아일치성*미래시간조망 -.263 .119 -2.211 .029 

사용 기기 유형 (control) -.105 .087 -1.208 .229 

지문의 인지된 난이도 (control) .085 .073 1.157 .249 

종속변수: 자아 증진 동기 (매개변수), R2 = .572, F = 37.461 (p ‹ .001) 

 

 종속변수 

B 
표준오차 t 

유의

확률 

(상수) -.042 .602 -.069 .945 

자아 증진 동기 .613 .057 10.671 .000 

이상적 자아일치성 .369 .145 2.552 .012 

미래시간조망 (group) .182 .363 .501 .617 

이상적 자아일치성*미래시간조망 -.101 .082 -1.235 .220 

사용 기기 유형 (control) .006 .059 .100 .920 

지문의 인지된 난이도 (control) .096 .050 1.905 .059 

종속변수: 정서적 브랜드 애착, R2 = .768, F = 76.59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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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자아 증진 동기를 통

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 (Hayes Process 

macro model 8) 

매개변수 미래시간조망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자아 증진 

동기 
1 (확장적) .538 .061 .427 .655 

자아 증진 

동기 
2 (제한적) .377 .054 .283 .504 

* SE = standard error,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가 자아 검증 동기에 의해서는 매개되지 않고 자아 증진 동기에 

의해서만 매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술한 것과 동일한 절차로 

자아 검증 동기에 대한 조절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수로 가정한 자아 검증 동기에 대해 이상적 자아 일치성, 

미래시간조망 집단,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분석한 결과 분석 

모형은 유의하였으나( R2 = .418, F(5,140) = 20.123, p < .001),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미래시간조망 집단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B = -.161, t(140) = -1.210, p = .228).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살펴본 결과, 조건부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조절된 매개지수)는 -.0659이고 이에 대한 95% bootstrap 

신뢰구간은 (95% CI: [-.1982 ~ .0450])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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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으므로 조건부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자아 검증 동기가 아닌 

자아 증진 동기에 의해 매개되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 검증 동기와 자아 증진 동기가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4) 매개효과 (Mediation Effect) 

마지막으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는 

자아 검증 동기에 의해 매개된다는 가설 5를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형 4를 통해 Sobel Test와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Baron & Kenny (1986)가 소개한 절차에 따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 검증 동기를 종속변수로 두고 실제적 자아 일치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고 (β= .774, t(144) = 14.684, p < .001), 

정서적 브랜드 애착을 종속변수로 두고 실제적 자아 일치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β= .676, t(144) = 11.001, p 

< .001). 마지막으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자아 검증 동기를 함께 

독립변수로 두고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 검증 동기(매개변수)가 정서적 브랜드 애착(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β= .521, t(143) = 5.977, p < .001), 

독립변수도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2단계보다 작은 

계수를 가지므로(β= .272, t(143) = 3.127, p < .01) 부분매개(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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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Z = 

5.525, p < .001) 자아 검증 동기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또한, Preacher and Hayer (2007)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통한 간접효과검정결과 (indirect effect of X on Y)에서도 

95% 신뢰구간 (95% CI: [.1864 ~ .6571]) 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가 자아 증진 동기에 

의해서는 매개되지 않고 자아 검증 동기에 의해서만 매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술한 것과 동일한 절차로 Process macro의 모형 4를 

통해 Sobel Test와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이용해 자아 증진 

동기에 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Baron & Kenny (1986)가 소개한 절차에 따라 자아 증진 

동기를 종속변수로 두고 실제적 자아 일치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고 (β= .668, t(144) = 10.763, p < .001), 정서적 브랜드 

애착을 종속변수로 두고 실제적 자아 일치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β= .676, t(144) = 11.001, p < .001). 마지막으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자아 증진 동기를 함께 독립변수로 두고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결과와 

달리 자아 증진 동기(매개변수)가 정서적 브랜드 애착(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β= .734, t(143) = 13.219, p 

< .001), 독립변수도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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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보다 작은 계수를 가지므로(β= .185, t(143) = 3.338, p < .01)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Z = 8.3321, p < .001) 자아 증진 동기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Preacher and Hayer (2007)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통한 간접효과검정결과 (indirect effect of X on Y)에서도 

95% 신뢰구간 (95% CI: [.3883 ~ .6211]) 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서 자아 검증 동기와 

더불어 자아 증진 동기의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러한 한계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4.2.5 논의 

 

연구 2의 실험 결과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 및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다시 한 번 지지하였다. 즉 어떤 브랜드와 실제적 자아 

이미지와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나며 (가설 1), 

어떤 브랜드와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난다 (가설 2). 

미래시간조망이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가설 3) 검정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동일한 

연령대의 응답자들을 무작위로 확장적 또는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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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할당한 다음 인생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생활 연령의 영향을 통제한 후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미래시간조망이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시간조망이 개인의 

만성적인 경향이 아닌, 상황적으로 조작된 경우에도 해당 모델에서 

동일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즉,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아지면 두 집단에서 모두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증가하지만, 이 

효과는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에 따른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이 자아증진동기에 의해 매개되는지 (가설 4) Process 

macro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자아 증진 동기가 증가하고,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간접 

효과(X→M→Y)는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정되었다. 즉, 브랜드와 자아의 이상적 

이미지 일치성이 동일한 정도로 높게 나타날 때,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면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사람에 비해 미래 지향성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져 자아 증진 동기가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므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난다. 

동일한 절차로 자아 검증 동기의 조절적 매개효과를 검정하였을 때에는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 증진 동기가 자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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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조절효과의 이면의 기제(underlying 

mechanism)을 설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서 

자아 검증 동기의 매개효과 (가설 5)를 검정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동일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자아 증진 

동기를 매개효과로 가정하고 검정했을 때도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아 

증진 동기 및 자아 검증 동기 등과 같은 자아 동기(self-motive)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측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에서는 주로 암묵적(implicit)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Banaji & Prentice 1994; Koole et al. 1999; Tesser 

2000).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암묵적 동기 측정 

방법으로는 자아 일치성(독립변수)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매개 요인)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 동기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의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는 과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성 있게 적절히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자아 동기 척도를 직접 개발하고 별도의 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한계점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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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는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 및 그 

이면의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Process macro model 1, model 4, model 8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설 검정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가설 검정 결과 요약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실제적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2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3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은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한다. 
지지 

가설 4 
가설 3의 효과는 자아 증진 동기에 의해 

매개된다. 
지지 

가설 5 
가설 1의 효과는 자아 검증 동기에 의해 

매개된다. 

부분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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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의의 

 

지금까지 실무적 마케팅에서는 나이 관련 변수(age-related 

variable)에 따른 소비자 취향과 관심 변화에 기반한 세분화 전략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Holbrook & Schindler 1996). 하지만 

학술적 마케팅 문헌에서는 그 동안 나이(age) 및 시간(time) 관련 

변수의 영향 요인이 과소평가 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Holbrook & 

Schindler 1996), 이에 따라 실무적 마케팅에서도 소비자의 나이 및 

시간과 관련된 주관적인 인식 (e.g., 미래시간조망, 과거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소비자 태도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나이 개념이 단순히 생활 연령 측면에서만 고려되도록 해 

왔다 (Meadow, Cosmas & Plotkin 1981; Moschis 1992; Moschis, Lee 

& Mathur 1997).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운데, 미래시간조망은 주로 동기부여 및 

목표 추구의 관점에서 업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성취, 노인기 삶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Carstensen et al 1995; Lang 

& Carstensen 2002; Nuttin & Lens 1985; Mouratidis & Lens 2015 외 

참고), 마케팅 연구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 및 그 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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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브랜드와 소비자 간 실제적  이상적 자아 일치성은 각각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의 경우,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갖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 증진 동기(self-improvement 

motive)를 가지며, 어떤 브랜드와 자신의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을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해 후자 대비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반면, 소비자들은 기존의 자아감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하려 하는 자아 

검증 동기를 갖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와 자신의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으면 미래시간조망에 관계 없이 해당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미래시간조망 개념이 브랜드-자아 일치성의 영향에 대한 조절 

변수로서 연구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며, 마케팅 이론적  실무적으로 

소비자들의 주관적 시간 인식인 미래시간조망에 의해 브랜드 관련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미래시간조망을 개인차 

변수로 측정했을 때뿐 아니라, 동일한 응답자 조건에서 해당 변수를 

조작했을 때도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함으로써, 해당 개념이 개인이 가진 만성적인 성향으로써 

소비 동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점화(priming)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러한 효과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브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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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비자의 태도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측면에서, 브랜드-자아 일치성 측정 

시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속성에 대한 측정값을 계산하여 

구하는 방식이 아닌, Malär et al. (2011)에서와 같은 전체론적 측정법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측정법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한편 

Malär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제시된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에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조건이 있어 이상적 자아 

일치성의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대한 영향이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친숙성은 제한하되 

브랜드 경험 여부는 제한 조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즉 

소비자가 현재 갖고 있는 이미지와 관계 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로서의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간의 일치성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노인의 경제력 

및 여가시간 증가 현상과 함께 (Dytchwald 1997; Brög, Erl & Glorius 

1998; Metz 2003) 기업 및 마케팅 실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간과되어 왔던 시니어 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Rasmusson 2000; 

오수연 2007).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 마케팅 

영역에서 브랜드 포지셔닝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미래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인지하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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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와 이상적 자아 

이미지의 일치성이 높더라도,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소비자 대비,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낮게 나타난다. 미래시간조망은 생활 

연령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두 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Carstensen 2006), 노인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의 경우 대상 

소비자의 관점에서 너무 이상적이거나 실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이미지로 

포지셔닝하면, 그 이미지가 소비자의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일치성이 

높더라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비자의 실제적 자아 이미지에 가까운 브랜드는 미래시간조망에 관계 

없이 브랜드 애착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브랜드 이미지를 타겟층의 

실제적 자아 이미지에 가깝게 포지셔닝 및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브랜드-소비자 간 애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상 소비자들의 

이상적 자아에 가까운 브랜드 이미지를 소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들이 

만성적으로는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미래를 확장적으로 인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하여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일으킴으로써 일시적  

상황적으로 소비자의 미래시간조망을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가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은 브랜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서적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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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이상적 자아에 가까운 브랜드 이미지를 소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일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정서적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실제적 자아 일치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그 브랜드는 

소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아감에 확신을 줌으로써 자아 검증 

동기가 증가하고 정서적 브랜드 애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설 

5), 자아 검증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자아 검증 

동기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자아 증진 동기를 매개효과로 

가정하여 동일한 절차로 검정해 보았을 때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었다.  

매개변수로 제안된 자아 증진 동기 및 자아 검증 동기와 같은 자아 

동기는 소비자가 의식적 수준에서 명확하게 응답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심리학 연구에서는 주로 암묵적 통기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Banaji & Prentice 1994; Koole et al. 1999; 

Tesser 2000). 하지만 이러한 암묵적 동기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모형 상에서 매개요인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두 자아 동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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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척도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이 무의식적 과정으로 발생하는 자아 동기를 의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면서 측정 타당도가 떨어져, 자아 증진 동기와 자아 검증 동기 

측정 문항이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매개 효과의 경우 다소 불완전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문항의 타당도를 개선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혹은 기존의 심리학 문헌에서와 같이 자아 

동기를 무의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차용하여 매개효과를 재 검증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가운데 미래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브랜드-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다른 유형의 시간 인식도 브랜드-자아 일치성과 정서적 브랜드 애착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Bergadaa (1990)는 소비자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시간 지향성은 사회적 문화화(societal 

enculturation) 과정에서 형성되며, 다양한 유형의 제품 소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노스탤지아 경향성(nostalgia proneness)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일반적으로 청년기) 더 

일반적이었던 대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생활 연령이 

같더라도 개인의 과거 지향 성향에 따라 다른 선호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Holbrook and Schindler 1991; Holbrook & Schindler 199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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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전제했을 때, 만일 어떤 사람이 현재와 차별되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이상적으로 인지하고 해당 시점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제한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높은 브랜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서적 브랜드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효과는 미래시간조망의 

효과와는 구분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에서 

다른 종류의 시간 인식에 관한 요인이 자아 일치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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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록 

 

부록 1. 측정 항목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측정 항목 

Cronbach's 

α 

연구 

1 

연구 

2 

실제적 

자아 

일치성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제시함: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brand X. Describe this 

brand as a person using an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sincere, exciting, competent, sophisticated, 

rugged, etc. Write down your description on the brand 

X. 

Now think about how you see yourself. What kind of 

person are you?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Write down your description on your actual 

self. 

Once you've done this, indicate your agreement or 

disagreement to the following statements: 

.936 .908 

1. The personality of brand X is consistent with how I 

see myself (my actual self). 

2. The personality of brand X is a mirror image of me 

(my actual self). 

이상적 

자아 

일치성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제시함: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brand X again. Remind 

that you have described this brand us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  ). 

Now think about how you would like to see yourself. 

What kind of person would you like to be? Write down 

your description on your ideal self. 

Once you've done this, indicate your agreement or 

disagreement to the following statements: 

.948 .944 

1. The personality of brand X is consistent with how I 

would like to be (my ideal self). 

2. The personality of brand X is a mirror image of the 

person I would like to be (my ideal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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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항목 

Cronbach's a 

연구 

1 

연구 

2 

정서적  

브랜드 애착 

My feelings toward the brand X can be 

characterized by: 

.945 .945 

1. Affection 

2. Love 

3. Connection 

4. Passion 

5. Delight 

6. Captivation 

미래시간조망 

(FTP) 

1. Most of my life still lies ahead of me. 

.897 

.898 

2. There is plenty of time left in my life to make 

new plans. 

3. I have the sense that time is running out. (R) 

4. Many opportunities await me in the future. 

5. My future is filled with possibilities. 

6. There are only limited possibilities in my 

future. (R) 

7. My future seems infinite to me. 

 

8. I could do anything I want in the future. 

9. As I get older, I begin to experience that time 

is limited. (R) 

10. I expect that I will set many new goals in the 

future. 

자아 증진 동기 

When evaluating the brand X, how did you feel 

about the brand regarding yourself? 
  

1. This brand motivates me to learn and improve 

myself. 
  

2. This brand motivates me to find opportunities 

that will challenge me and help me grow as a 

person. 

 .960 

3. This brand motivates me to explore new 

strategies for improving myself. 
  

자아 검증 동기 

1. This brand helps me to verify my own self-

image. 
  

2. This brand helps me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identity I currently have. 
 .962 

3. This brand helps me to confirm the personal 

qualities I hav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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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 자극물 (연구 2) 

 

* 확장적 미래시간조망 조건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the life expectancy* of people 

living in North America will reach 90 years of age soon. 
(* Life expectancy: average length of survival) 

 

Imperial College Lond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alyzed 

lifespan in 35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study predicted all would see people living longer in 2030 and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would start to close in most countries. Much 

of the increases in lifespan are due to improvements for the over-65s 

rather than reductions in deaths during childhood. 

 

In the past, an average life expectancy over age 90 was once considered 

impossible, Majid Ezzati, a lead researcher from the School of Public 

Health at Imperial, said. “Many people used to believe that 90 years is 

the upper limit for life expectancy, but this research suggests we will 

break the 90-year-barrier”. 

 

It shows the gap in life expectancy between women and men is closing.  

Prof Ezzati said: “Men traditionally had unhealthier lifestyles, and so 

shorter life expectancies. However, as lifestyles become more similar 

between men and women, so does their longevity”. 

 

(the rest omitted) 

 

 

Q. The line shown below represents the expected life expectancy. Use the 

slider to indicate where you are currently in the whole range. 

 



88 

 

 

* 제한적 미래시간조망 조건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the optimal life expectancy* of 

people living in North America has reached 40 years of age. 
(*Optimal life expectancy: average length of life before brain functioning starts to 

decline) 

 

Imperial College London analyzed the effects of ageing on the brain. 

The study suggests that white matter, which plays a major role in brain 

aging, is reduced by about 40 years of age, so brain functioning begins to 

decline. 

 

Prof Peters, the lead researcher from the Care of the Elderly at Imperial, 

said: “The effects of genetics, hormones, and experience used to be 

considered as factors affecting brain aging. However, the role of white 

matter in the ageing brain also needs to be consider. White matter may 

decline with age, the myelin sheath deteriorating after around the age of 

40 even in normal ageing”. 

 

The effects of ageing on the brain are widespread. Ageing has its effects 

on the molecules, cells, vasculature, and cognition. As we age our brains 

shrink in volume and memory decline occurs. As our vasculature ages and 

our blood pressure rises the possibility of stroke and ischaemia increases. 

 

(the rest omitted) 

 
 

Q. The line shown below represents the expected optimal life expectancy. 

Use the slider to indicate where you are currently in the who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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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rand-Self Image Congruity 

and Future Time Perspective on  

Emotional Brand Attachment 

 

Hyunjung Ju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uture time perspective, which means the subjective sense of 

remaining time in their lives, influences individuals’ future orientation 

and motivation. Those who perceive their future as extensive are 

relatively motivated to pursue the future and achieve long-term 

goals. What would happen if we apply these theories to consumer 

behavior? Does the attitude of a consumer to a brand depend on the 

person’s future time perspectiv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effects of brand personality and consumers’ actual and ideal self-

congruity on emotional brand attachment. I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the future time perspective on the brand-

consumer relationship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Two studies were undertaken to support the hypothes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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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actual and ideal self-congru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motional brand attachment respectively, and the future time 

perspective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l 

self-congruity and emotional brand attachment. In other words, if 

individuals have extensive future time perspective, they have 

relatively higher self-improvement motives than those who with 

limited future time perspective, so the formers feel higher emotional 

brand attachment to brands with higher ideal self-congruity. On the 

other hand, the more one’s actual self-congruity is higher, they have 

higher self-verification motives, so they feel higher emotional 

attachment toward the brand regardless of the future time 

perspective. The moderation effects of the future tim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l self-congruity and emotional brand 

attachment were both significant when the effect of respondents’ 

chronological age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after measuring the 

future time perspective as an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Study 1), 

and even when the future time perspective was manipulated for the 

respondents of similar age (Study 2). 

 

Keywords: Self-congruity, Actual self-congruity, Ideal self-

congruity, Self-motive, Future Time Perspective (FTP), Emotional 

Brand Attachment 

Student Number: 2015-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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