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시장에서 공익연계마 의 효과 비교  95

한국과 국시장에서 공익연계마 의 효과 비교

서해진
*
ㆍ송태호

**

본 연구는 기업의 공익연계마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소비자의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하나인 제품 유형의 향에 을 두었다. 기존 연구는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의 효

과에 미치는 향에 해 쾌락 인 제품이 실용 인 제품에 비해 공익연계마 의 효과가 높다고 밝혔

고, 이는 죄책감의 논리로 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죄책감의 수 은 소비자

나 시장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는 제품 유형의 향을 심층 으로 살펴보고

자 하 다. 그래서 한국과 국 시장을 비교 상으로 하여 국가와 제품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

하 다. 검증 결과, 유의한 효과가 존재하 고 한국과 국 소비자 간에 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마  

제품 선호도에 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 과 한계   향후 

연구방향에 해 제시하 다. 

핵심주제어: 공익연계마 , 제품 유형, 죄책감, 소비자 반응, 시장 비교, 한·  소비자 

논문 수일: 2019년 11월 19일   수정일: 2019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7일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부산 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 학교 경 학과 강사(제1 자), ensonar@pusan.ac.kr

** 부산 학교 경 학과 교수(교신 자), thsong@pusan.ac.kr

 한경 정보학회
「경 과 정보연구」제38권 제4호 2019년 12월 
 http://dx.doi.org/10.29214/damis.2019.38.4.006

<요  약>



96  경 과 정보연구 제38권 제4호

Ⅰ. 서  론

기업의 경  활동 반에서 사회  가치 실

의 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기업 

활동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공익연

계마  활동이다. 공익연계마 (Cause- 

related Marketing)은 기업이 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정 공익이 연계되어 해당 공익에 

해 일정 수 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마  활동

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는 것이 기부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Varadarajan and Menon, 1988; McWilliams 

and Siegel, 2001; Krishna and Rajan, 2009).

기부라는 이타 인 행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익연계마 은 소비자의 제품, 랜드, 나아

가 기업에 한 호의 인 이미지  태도의 형

성, 매출 증  등의 정 인 효과를 유발한다. 

그래서 차 더 많은 기업들이 공익연계마

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Pirsch, et al. 

2007; Strahilevitz, 1999; Olsen, et al. 2003; 

Pracejus and Olsen, 2004; Henderson and 

Arora, 2010).

이에 따라 련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으

며, 연구자들은 공익연계마 의 효과를 높이는

데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심을 가졌

다. 기부 의 크기, 기부를 표 하는 방식, 합

성 등 여러 요인들이 공익연계마 에 한 소

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Elfenbein and McManus 2010; Koschate- 

Fischer, Stefan, and Hoyer, 2012; Müller, Fries, 

and Gedenk, 2014; 조용석, 이명천, 황장선, 2006; 

Chang, 2008; 안진아, 박종철, 정형식, 2012; 안아

림, 민동원, 2013).

그  본 연구는 제품 유형의 향에 주목하

다. 그 이유는 첫째, 공익연계마 에서 구매

와 소비를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질 으로 제품의 

구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의 유형이 제

품 선택  구매에 한 소비자 반응에 주요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익연계마  제품의 유형이 공익연계

마 의 효과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다수

의 연구들은 실용  제품에 비해 쾌락  제품이 

공익연계마 에 활용되었을 때 그 효과가 더 

높다고 밝혔다. 이는 쾌락  소비 시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공익연계마 에 수반되

는 기부라는 이타  행 가 죄책감을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제품에 한 선택이 증가한다는 것

이다(Strahilevitz and Myers, 1998; Winterich 

and Barone, 2011; 윤나라, 김승 , 2012). 그러나 

일부 연구는 실용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소비자 반응이 정 임을 보 다

(Subrahmanyan, 2004; Wang, 2016). 이는 죄책

감의 논리로 공익연계마 에 한 소비자 반

응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쾌락  소비, 쾌락  제품 구매 시 죄책

감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Holbrook and 

Hirschman, 1982), 그 크기는 다를 수 있다

(Ramanathan and Williams, 2007; Zemack- 

Rugar, Rabino, Cavanaugh, and Fitzsimons, 

2016).

이에 본 연구는 죄책감의 역할을 심으로 제

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과 제품에 한 소비

자의 태도  반응에 미치는 향을 심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쾌락  소비에 

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국의 소비자

들을 비교하여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의 

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죄책감 이외의 향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에 새로운 을 제시하고

자 한다.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소비자 개인의 

수 이 아닌 문화권, 국가의 수 에서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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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각 시장에서 기업이 공익연계마 을 효

과 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품 유형과 련하여 기업의 공익연계마  

략 도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실험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 과 향후 연구방향

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공익연계마케팅의 개념 및 효과

공익연계마 은 기업이 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수 의 기부 활동을 연계하는 것

이다(McWilliams and Siegel, 2001; Krishna and 

Rajan, 2009). 그 형태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의 기부 액

만을 기업이 신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서해진, 

송태호, 2019). 가장 일반 인 형태는 소비자가 

기부가 연계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해

당 구매로 인해 발생한 기부 액을 기업이 연계

된 공익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이다

(Varadarajan and Menon, 1988). 다양한 공익이 

연계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지정한 공익연계

마  제품의 경우 발생된 기부 을 기업이 해

당 단체에 달한다. 

공익연계마 은 기업이 소비자와 의사소통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Singh, Kristensen, 

and Villaseñor, 2009). 기술력의 발 으로 제품 

간의 차별화가 차 어려워지고 기업 간 경쟁은 

심화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와의 효율 인 의사소

통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에 한 기

업의 고려와 기여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공익연계마 은 경쟁 기업과

의 차별화를 꾀하는 수단이 된다(Ringer, 

Oppewal, and Bednall, 2005). 

재 공익연계마 은 다양한 제품  서비

스에 연계되어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연계마 의 활용이 

증가하는 데에는 기업이 공익연계마 을 매

진 활동의 하나로 활용하기 때문이다(Pirsch, 

et al. 2007).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공익연계마

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즉각 인 매출을 증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Strahilevitz, 1999; 

Polonsky and Speed, 2001; Roy, 2010). 그래서 

기업은 제품 매를 즉각 으로 증가시키는 효

과를 리기 해  더 극 으로 공익연계

마 을 활용하고 있다. 

한 공익연계마 은 기부, 공익이라는 키워

드를 가지고 제품이나 랜드, 나아가 기업에 

한 소비자의 태도에 정  향을 미친다

(Olsen, et al. 2003; Pracejus and Olsen, 2004; 

Lafferty, Goldsmith, and Hult, 2004; Henderson 

and Arora, 2010). 사회에 한 기업의 심과 

기여 노력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기업에 한 

정 인 이미지와 연상을 떠올리게 되고 이는 

매출 증 와 같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Forehand and Grier, 2003; Lafferty, et al. 

2004; Chernev and Blair, 2015). 

2.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케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공익연계마 은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서비스보다는 제품

에 특정 공익을 연계하는 형태가 일반 이다. 이

에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제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익연계마 에 한 태도나 반응

이 달라지는지 연구하 다. 연계된 공익의 종류, 

기부 의 크기 등 공익연계마 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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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제품 유형의 향에 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기존 다수의 연구들은 공익연계마 이 실용

 제품에 비해 쾌락  제품에 연계되었을 때 

더 효과 이라고 제시하 다. 이는 주로 쾌락  

제품의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감으로 설명

되었다(Strahilevitz and Myers, 1998; Winterich 

and Barone, 2011). 

죄책감은 쾌락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

하며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그 로 두기 보다는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쾌락 추구를 정

당화하여 죄책감을 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Holbrook and Hirschman, 1982).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 으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인 행 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

문에 죄책감이 발생하게 된다(Kivetz and Zheng, 

2006). 쾌락 추구에는 실용성이 떨어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재미 등)가 일시 인 쾌락  제품

을 구매하는 것도 포함된다. 필수 이지 않은 제

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죄책감이 동반되고 이는 

소비자의 정당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Kivetz, 

1999). 소비자의 정당화가 잘 이루어지면 쾌락  

제품에 한 선택이 증가하게 된다(Okada, 

2005). 정당화 이론(Justification theory)은 정당

화를 통해 죄책감이 충분히 감소 는 제거된다

면 쾌락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 다.

죄책감은 이타 인 행 를 통해 감소될 수 있

다(Kivetz and Simonson, 2002; Khan and Dhar, 

2006; Mishra and Mishra, 2011). 공익연계마

 제품의 구매를 통해서 기부라는 이타 인 행

를 하면 죄책감이 상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Burnett 

and Lunsford, 1994; Winterich and Barone, 

2011; Mishra and Mishra, 2011). 를 들어, 

사활동이라는 이타 인 행 가 포함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쾌락  제품에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Khan and Dhar, 2006).

국내의 공익연계마  련 연구에서도 소비

자들은 실용 인 공익연계마  제품보다 쾌락

 공익연계마  제품에 해 더 정 으로 

반응하 다(조형기, 박종선, 박주 , 2010; 윤나

라, 김승 , 2012; 최자 , 최윤식, 2012; 서해진 

송태호, 2019). 이타  행 의 죄책감 상쇄 효과

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연구의 응답자들은 같

은 가격의 공익연계마  제품에 해 제품의 

유형이 쾌락  제품일 때 기부의 크기가 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형기 외, 

2010).

하지만 몇몇 선행 연구는 실용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소비자 반응이 더 정 임을 

제시하 다(Subrahmanyan, 2004; Wang, 2016). 

소수의 연구지만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

기 때문에 죄책감의 향이 약한 조건이나 소비

자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상할 수 있다. 

종합하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에 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은 요하

며,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공익연

계마  제품의 유형이 다양하며, 기존 연구 결

과가 상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

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 간 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  

   마케팅 효과

앞서 언 한 로, 기존 연구들은 실용  제품

에 비해 쾌락  제품이 공익연계마  효과가 

높은 것을 죄책감의 향으로 설명하 다. 사람

들은 본능 으로 쾌락 추구, 즉 쾌락  구매와 

소비 시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Haws and Poynor, 2008).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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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반응에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 한국과 국 소비자들을 비교  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빠른 속도로 경제 발 을 이루고 서구 문화가 

퍼져나간 한국의 경우 쾌락  소비가 많은 편이

다. 황순호 외(2012)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은 

쾌락 인 소비 경향이 강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쾌락  소비에 동반되는 죄책감에 상 으로 

더 민감한 편이다. 결과 으로 쾌락  소비를 정

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를 활용

하여 자유롭게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죄책감을 

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Tangney and Dearing, 2002) 한국 소비자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쾌락  

공익연계마  제품에 호의 일 것으로 상된

다. 

반면 한국과 유사한 측면도 많지만, 다른 문화

 환경의 국의 소비자들은 쾌락 추구를 지양

한다. 이는 통 인 가치 으로써 유교가 강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과 련이 있다. 유교  

습에 따르면 쾌락은 지양되는 개념이다(Wang 

and Rao, 1995; Wang and Lin, 2009; 

Thompson, 2011). 국 한 서양 문화를 받아

들이면서 과시 인 소비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 으로 감정  만족이나 성과보다는 실용성

을 요한 제품 평가 기 으로 삼는다(Tse, 

1996; Lane, St-Maurice, and Dyckerhoff, 2006). 

문제 해결의 목 에서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

며, 합리 인 선택을 하고자 한다(Faure and 

Fang 2008). 이는 쾌락  소비로 인한 죄책감에 

노출될 가능성이 고 죄책감을 느끼는 단계보

다도 쾌락  소비 자체에 한 결정 단계의 비

과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Lim and Ang, 

2008). 이와 같은 내용을 토 로 쾌락  제품 구

매 시 국 소비자들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국 소비자들보다 한국 소비자들이 

쾌락  제품을 구매할 때 죄책감을 더 느낄 것

이다.

소비자들이 쾌락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죄책감의 수 이 다르다면, 쾌락  공익연계마

 제품의 효과가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쾌락  소비로 인한 죄책감을 

이기 한 도구로 기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연계마  제품이 쾌락  제품일 때 소비

자의 선택이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기

부라는 이타 인 행 가 이루어지는 공익연계마

 제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쾌락 임

으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감을 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는 달리 국 소비자들은 쾌락  소비가 

상 으로 활발하지 않으므로 죄책감의 향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선택 시 감정 인 측

면보다는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등의 실용 인 

측면에 한 평가가 더 요하게 고려되기 때문

이다. 한, 국 시장, 국 소비자들이 공익연

계마 을 한 시 이 상 으로 최근이다(유

재욱, 2015). 이는 공익연계마 에 한 지식이

나 정보가 을 가능성, 그로 인해 제품 유형보

다는 공익연계마 의 내용과 같은 다른 요소

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가능성

을 제시한다. 

Friestad and Wright(1994)가 제시한 설득지식

모델에 따르면, 어떤 기업 활동에 한 지식이 

축 되어 소비자들이 해당 활동을 악하고 이

해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소비자의 지식, 즉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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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지식의 수 이 높을 때 정교화(Elaboration)의 

정도가 높아져 해당 설득에 한 방어도 높아진

다(Becker-Olsen, Cudmore, and Hill, 2006; 손제

, 강인원 2019). 다시 말해 설득의 의도를 악

하려는 노력이 증가하여 설득에 한 비 이

고 부정 인 태도가 유발된다(Speed and 

Thompson, 2000; La Ferle, Kuber, and 

Edwards, 2013). 이를 토 로 상 으로 공익연

계마 에 한 지식  정보가 많은 한국 소

비자들은 공익연계마 에 회의 이거나 부정

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

익연계마 에 한 신뢰나 공감보다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 한 의도에서 공익연계마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반면 국의 

경우 공익연계마 을 정 으로 평가하여 제

품 유형에 계없이 일반 제품에 비해 공익연계

마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

국과 국 간 반응의 차이는 공익연계마 에 

한 노출 정도와 친숙성에 따라 미국과 인도 

시장을 비교한 La Ferle, et al.(2013)의 연구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공익연계마 을 신뢰하지 않

는 반면, 인도 소비자들이 공익연계마 을 새

롭게 인식하고 기업의 의도를 이타 으로 지각

한 결과를 토 로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 한 것처럼 국의 쾌락  소비의 지양 성향

을 고려한다면 쾌락  공익연계마  제품보다 

실용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선호가 높

을 것이라고 상한다.

따라서 한국과 국 간 제품 유형에 따른 공

익연계마  제품에 한 선호는 다를 것이라

는 가설 2-1과 가설 2-2를 도출하 다.  

가설 2-1: 한국 소비자들은 실용  제품에 비

해 쾌락  제품에 공익이 연계되었을 때 공익연

계마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2-2: 국 소비자들은 쾌락  제품에 비

해 실용  제품에 공익이 연계되었을 때 공익연

계마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자극물 선정 및 표본 구성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서 2(제

품의 유형: 쾌락  제품 vs. 실용  제품) x 2(국

가의 유형: 국 vs. 한국) 집단 간 설계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 다. 응답자가 쾌락  제품과 실

용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자극물은 각각 

커피와 샴푸로 선정하 다. 구체 으로, 자극물 

선정을 해 유사한 가격 의 쾌락  제품과 실

용  제품의 몇 가지 세트를 제시한 사  조사

를 수행하 다. 제품의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

나,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실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세트별로 유사한 가

격 의 제품들을 제시하 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제품 세트들을 보고 각 제품이 얼마나 실용 인

지(1 ), 얼마나 쾌락 인지(7 )에 해 7  척

도의 2개 문항에 해 응답하 다. 제품 가격의 

경우, 가격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해 7  척도

로 측정하 다. 사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커

피와 샴푸의 가격이 가장 유사하다고 응답하

고(M=6.25) 커피는 쾌락 인 제품으로(M=6.23), 

샴푸는 실용 인 제품으로(M=3.36) 잘 구분하

음을 확인하 다(t=-6.947, p=.000). 

자극물로 선정된 커피와 샴푸 각각에 해 가

상의 고 시나리오를 제작하 다. 공익이 연계

되지 않은 제품에 비해 공익연계마  제품의 

가격을 높게 제시하 다. 연계된 공익을 해 사

용될 기부 액과 동일한 정도의 가격 차이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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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두 가지 제품 고의 핵심 문구는 동일하

으나, 공익연계마  제품의 고에는 공익연

계에 한 문구가 추가되었다(제품의 매 가격

의 10%가 000을 해 사용됩니다). <그림 1>은 

완성된 국어 시나리오의 이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설문지는 국 소

비자들의 응답을 얻기 해서 번역되었다. 국

인 학원생에게 한  설문지의 의미를 구체

으로 달하고 최 한 정확하게 국어로 번역

하도록 했다. 최종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분석가능

한 샘  수는 한국인(N=96)과 국인(N=126)이

었으며, 성별  직업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

다.   

2. 변수 측정 방법 및 검증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제

품에 한 응답자의 기존 태도를 측정하여 통제

하고자 하 다. 커피와 샴푸 각각에 해서 응답

자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7  척

도로 측정하 다. Verlegh et al.(2005)의 연구를 

토 로 2개 문항을 측정하 다.

그리고 공익연계마 과 련하여 응답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해 공익연계마

의 인지 여부와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를 

확인하 다. 공익연계마  인지 여부는 명목척

도로 측정하 고(  vs. 아니오),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는 공익연계마 이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하는지,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는지 등 4개 문항으로 측정(7  척도)하 다. 

그리고 쾌락  제품 구매의 죄책감 수 을 확인

하 다. 정윤희, 이종호(2009)와 이충우, 이동일

(2018)의 연구를 토 로 7  척도의 4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종속변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제시된 공익연

계마  제품의 선호도로 양윤, 강은희(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5개 문항의 7  척도로 측정하

다. 

명목척도로 측정된 공익연계마  인지 여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

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여(<표 1> 참고) 가설 검

증을 진행하 다.

<그림 1> 실험 시나리오의 ( 국어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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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작 점검 결과

제품의 유형이 잘 조작되었는지 응표본 차

이 검증을 하 다. 제품이 쾌락 이라고 생각할

수록 7 에 가깝다. 응답자들은 커피와 샴푸를 

각각 쾌락  제품과 실용  제품으로 인지하

다(M커피=6.023 vs. M샴푸=1.72, t=43.552, p=.000). 

이에 제품 유형의 조작 검은 성공 임을 확인

하 다.

2. 가설 검증 결과

2.1 가설 1의 검증 결과

가설 1에서 쾌락  소비, 쾌락  제품 구매에 

따르는 죄책감의 수 이 한국과 국 소비자 간

에 차이가 있다고 상하 다. 죄책감은 기존의 

공익연계마  련 연구에서 제품 유형에 따

른 공익연계마 의 효과를 설명하는 주된 요

인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집단 간 죄책감의 차

이를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인 응답자의 

죄책감 평균값은 3.73이며 국인 응답자의 죄책

감 평균값은 3.41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 90% 

수 에서 유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t=1.740, 

p<.10). 평균값의 수치 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통계 으로 한국인 응답자와 국인 응

답자 간의 쾌락  소비 시 죄책감의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 국인 응

답자들의 죄책감 수 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유교  습에 따라 

쾌락 추구를 지양하는 국의 문화  특성을 바

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Wang and Lin, 2009; 

Thompson, 2011). 과시성향도 존재하지만 이와

는 별개로,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등 실용 인 

측면을 평가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성향이 존재

하기 때문에(Lane, St-Maurice, and Dyckerhoff, 

2006; Lim and Ang, 2008) 쾌락  제품을 구매

할 때 죄책감을 크게 느끼기 보다는 쾌락  제

품 자체를 지양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한국의 경우 쾌락  소비나 쾌락 추구

에 한 제약이 상 으로 고, 쾌락  제품 

구매에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동반되므로 죄책감

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한국과 

국 소비자 간 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마  

제품의 선호도 차이를 검증하 다.

2.2 가설 2-1/2-2의 검증 결과

한국인 소비자와 국인 소비자가 제품 유형

에 따라 공익연계마 에 해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상한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해서 일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

수(제품 선호도) 하나에 한 독립변수(국가/제

품의 유형) 두 개의 계를 검증하 다. 자극물

로 제시된 커피와 샴푸에 한 응답자의 기존 

태도를 통제하기 하여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국가와 제품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국가와 제

품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 다(F=5.559, 

p<.05). 기존에 응답자가 가지고 있던 커피에 

한 태도와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는 연구 

결과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통제변수로 포

함되어 상호작용 효과 검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구체 으로 한국의 경우 공익연계마  제품

이 실용  제품일 때와 쾌락  제품일 때 응답

자의 제품 선호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

면, 국의 경우 공익연계마  제품이 실용  

제품일 때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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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뚜렷하게 높았다. 한국의 경우 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마  제품 선호도의 평균값은 

차이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642, p>.10). 다시 말해, 한국 소비자들은 실

용  제품에 비해 쾌락  제품에 공익이 연계되

었을 때 공익연계마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

는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한편, 국 소비자들

은 쾌락  제품에 비해 실용  제품에 공익이 

연계되었을 때 공익연계마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상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t=4.982, 

p<.01).

이는 국 소비자와 달리, 쾌락  제품 구매 

시 상 으로 죄책감을 크게 느낀 한국 소비자

들이 죄책감을 상쇄하고자 하는 목 에서 공익

연계마  제품이 쾌락  제품일 때 선호를 보

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앞서 상한 것처럼 

한국과 국 소비자 간에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의 차이가 유의하 다(t=-9.321, p=.000; 

표 2 참조). 상 으로 공익연계마 에 빨리 

노출되고 한 한국 소비자의 경우 기업의 활동 

의도에 한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 소비

자는 공익연계마 에 한 지식이 어 공익

연계마 을 참신하게 평가하고 정 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는 죄책감이 아닌 다른 향 요

측정 변수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Cronbach’α

제품 선호도

0.933 0.16 0.109 0.074

.967

0.929 0.118 0.114 0.113

0.915 0.151 0.131 0.109

0.911 0.113 0.117 0.082

0.907 0.086 0.028 0.196

죄책감의 수

0.112 0.915 0.097 0.054

.911
0.159 0.913 0.053 0.156

0.139 0.907 0.125 0.071

0.149 0.706 -0.251 0.391

제품에 한 기존의 태도
0.184 0.183 -0.06 0.913

.941
0.196 0.233 -0.122 0.891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

0.095 0.052 0.939 -0.111

.885
0.108 0.075 0.904 -0.19

0.074 0.034 0.893 -0.135

0.158 -0.033 0.644 0.316

고유치 5.741 3.298 2.402 1.291

분산추출값 38.276 60.261 76.275 84.883

국가 유형 Mean(sd) t-value

죄책감의 수
한국 3.73(1.11)

1.740*
국 3.41(1.68)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

한국 3.82(1.15)
-9.321***

국 5.42(1.33)

* p < .10, ** p < .05, *** p < .01

<표 1>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

<표 2> 국가별 죄책감과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의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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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국 소비자들의 

실용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선호를 더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제시한다.

Ⅴ. 결  론

1. 연구의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먼 , 다수의 학자들이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설명하는 요

인으로 제시한 죄책감에 해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 다. 한국과 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반응(선

호도)이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죄책감의 차이를 검증하 다. 검

증 결과, 한국과 국 소비자의 쾌락  제품 구

매 시 죄책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으로 쾌락  소비에서 죄책감이 

발생하지만 그 수 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공익연계마 에 한 반응의 차이도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편 10.287 1 10.287 3.951 .048

통제

변수

샴푸태도 2.304 1 2.304 .885 .348

커피태도 42.726 1 42.726 16.411 .000***

공익연계마

에 한 평가
33.511 1 33.511 12.871 .000***

국가 2.813 1 2.813 1.080 .300

제품의 유형 26.756 1 26.756 10.277 .002***

국가*제품의 유형 14.473 1 14.473 5.559 .019**

오차 559.766 215 2.604 　 　

체 5719.040 222 　 　 　

수정합계 741.466 221 　 　 　

* p < .10, ** p < .05, *** p < .01

<표 3> 국가와 제품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그림 2> 한,  소비자 간 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마  제품 선호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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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 환경에 따라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의 효과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죄책감 이외의 다른 

기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익연계마 을 수행

해야 함을 암시하 다. 기존 문헌에서 쾌락  제

품의 공익연계마 의 효과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죄책감의 향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

과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

품의 유형만큼 는 더 요한 향 요인이 있

을 수 있음을 기업이 인지하고 보다 정교한 공

익연계마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한, 본 연구는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과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확장하

고자 하 다. 다수의 기존 연구가 실용  제품

의 공익연계마  연계 효과가 낮다고 제시하

으나, 소비자의 쾌락  소비 시 죄책감의 수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는 공익연계마 에 활용될 수 있

는 제품의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익연계마 이 차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상 제품의 범  한 넓어지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익연계마 이 특정 제

품군에만 한정 으로 활용되지 않고 보다 더 다

양한 제품을 상으로 하는 할 수 있도록 략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시각에서 동일한 문화권으

로 간주되어온 한국과 국의 서로 다른 습과 

가치 의 향을 토 로 분석하여 기존에 이루

어지지 않았던 비교 연구를 수행하 다. 일반

으로 한국과 국의 소비자들은 유사한 반응  

행동을 보일 것으로 상되어 왔지만 본 연구를 

통해 그 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으로써 국제

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시사 을 제공

하 다. 경쟁 심화 속에 자사의 차별화를 해 

공익연계마 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시

장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와 같은 비교 연구

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정인 

기업들이 보다 효율 인 공익연계마  략을 

수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국인 응답자들은 도시지역과 외

곽지역에서 고루 선정되었다. 국은 거 한 시

장으로 지역마다 소비자들의 특성이 차이가 존

재한다(Cui and Liu, 2000). 하나의 국가지만 세

분화된 시장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

 수 이나 소비 성향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 행동 한 다르다(Sun and Wu, 

2004). 이는 쾌락  소비 성향과 죄책감의 수

도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상 으로 도시지

역의 소비자들이 서구 문화에 빨리 노출되었고 

경제 수 이 높기 때문에 쾌락  소비 지양을 

덜 할 수 있다. 이는 죄책감의 수 과도 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국을 지역별로 세분화

하여 각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제품 유형에 따른 

공익연계마 의 효과를 측정해본다면 흥미로

울 것이다.

본 연구의 자극물인 샴푸와 커피는 응답자들

에게 실용  제품과 쾌락  제품으로 인지되었

다. 그러나 샴푸와 커피의 가격 수 이 높지 않

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더 높은 가격 의 

제품을 자극물로 선정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

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의 가격은 공익연계마

에서는 기부 의 크기에 직 으로 연 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반응에 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Habel, et al. 2016). 그래서 향후 연구는 가

격의 수 이 다른 여러 자극물을 제시하고 제품 

유형이 공익연계마 에 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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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부의 수 을 다르게 조정한 연

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품 가격의 

10%를 기부하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 는데, 

기부수 의 향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5%, 

10%, 15% 등 기부 수 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선행 연구 고찰 결과, 

10%가 극단 인 소비자 반응의 가능성이 은 

기부의 수 이라는 것을 토 로 본 연구를 진행

하 으나, 10% 이외에 다양한 기부 수 에서 연

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앞서 언 한 것처럼 죄

책감 이외에 소비자의 공익연계마  제품에 

한 반응에 향을 미치는 기  요인의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하 다는 에서, 향후 연

구는 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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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Cause-related Marketing Effect in Korean and Chinese Markets

Seo, Hae-Jin
*
ㆍSong, Tae Ho

**

This study aims to measure effects of cause-related marketing by using consumer’s preference 

of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 as a dependent variable. One of main factors influence on 

preference of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 is a product type.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hedonic product is more effective for cause-related marketing than utilitarian product. The result 

was largely explained by the logic of guilt. However, there were conflicting results. In addition, the 

level of guilt may vary depending on the consumer characteristics or the market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product type on the effect of cause-related 

marketing. For the Korean and Chinese market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interactions 

between countries and product type. The result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of cause-related marketing product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by 

product type.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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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KoreanㆍChines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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