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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1) 2014학년도 수능 국어B형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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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나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 제품이 있다. 한 제품은 유

명 브랜드의 제품으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 많은 

사람들은 유명 브랜드가 아닌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를 구입한다. 과거에

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브랜

드보다 유명 브랜드를 오래전부터 더 자주 사용해 왔고 광고

를 통해 이들 브랜드를 더 자주 접해 왔기 때문일 거라고 예

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4년 실시된 한 신경 과학적 실험은 특정 제품

을 비교 평가할 때 과거의 경험보다는 제품의 유명세 즉, 브

랜드 평판에 의존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 주었다. 브랜드 

평판이 높은 A음료와 브랜드 평판이 높지 않은 B음료를 마

시는 피실험자의 뇌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fMRI)로 

촬영하여 특정 브랜드 인지 여부에 따라 뇌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달콤한 맛에 의해 

전두엽의 보상 영역 부분이 모두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A음

료를 보여 주자 B음료 브랜드를 보여 줄 때와는 달리 전두엽

의 보상 영역뿐만 아니라 쾌감 중추도 활성화되면서 브랜드

의 인지 여부에 따라 쾌감 중추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줬다.

위 실험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평소 유명 브랜드를 좋아

하는 이유는 이 브랜드로부터 미래의 보상 경험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브랜드로부터 친근한 인상이나 특별한 

가치를 가졌다는 신호를 뇌가 포착하게 되면, 이 신호는 즉

시 뇌의 브랜드 보상 예견 경험을 자극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게 된다. 결국 소비

자가 유명 브랜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즉각적으로 다량

의 도파민을 분비하여 소비자가 흥분하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유명 브랜드일수록 소비자로 하여금 그 브랜드

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유명브랜드

로부터 들어오는 시각이나 청각 자극은 신체 내부에서 생기

는 감정과 서로 연결되어‘신경 브랜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

킨다. 실제로 빨간색 필기체의 ○○○○, 독창적인 로고를 

가진 □□□처럼 오랫동안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를 보유한 

경우, 우리 뇌의 신경 브랜드 네트워크 역시 잘 구축될 가능

성이 높다. 이렇게 활성화된 뇌의 신경 브랜드 네트워크는 

기억, 감정, 그리고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일수록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

동을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명 

브랜드의‘명품’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 이면의 다양

한 정보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또한 유명 브랜드일

수록 뇌의 쾌감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비싼 가격이서로 어우러진 제품일수록 충동

구매될 가능성 역시 더 높아진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는 우리에게 선택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선택의 오류를 범하도록 만드는 양면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소비행동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한 

후, 이들 수집된 정보들에 대해 유명세 혹은 가격에 치우치

지 않고 가급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가 중요

하다. 

레 전 드 스 터 디  닷 컴

http://LegendStudy.com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2) 2013년 수능완성 국어B형 실전 모의고사4회(90쪽)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브랜드의 유명 정도에 따라 쾌감 중추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다.

② 인간의 뇌는 유명 브랜드로부터 들어오는 시각 자극에도 흥분을 

일으킨다.

③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의 이면에 있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알

고 싶은 감정을 자극 받는다.

④ 과거에는, 덜 유명한 브랜드보다 유명 브랜드를 구입하는 소비 행

위 속에 담긴 뇌의 작용을 알지 못했다.

⑤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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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기>는‘명품 회사 C’의 매출 전략 보고서이다. 윗글을 바탕

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우리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결합시켜 구매하고 싶

은 마음을 갖게 함.

② ㉡: 우리 브랜드가 더 좋은 제품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③ ㉢: 우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이 효율적 소

비가 될 수 있게 함.

④ ㉣: 우리 브랜드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제품이라는 생각을 갖

게 함.

⑤ ㉤: 우리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미래의 보상 경험을 예견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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