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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헬로 키티는 일본과 한국, 아시아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가?

왜 헬로 키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가?



Sensory Branding 

• 상품, 서비스, 브랜드 로고 등을 감각적 자극과 함께 제시해
오래 기억되고 구매욕을 자극하도록 하는 브랜드 기법. 



• 이미지나 향기를 별개로 노출했을 때보다
이미지와 향기를 동시에 알려주었을 때(결합된 경우)가
좀더 인지효과가 높고 더 구매욕을 자극한다. 



• 우측 중앙 안와전두피질: 기분을 유쾌하게 하거나 우리가 좋
아할 만한 것을 감지하는 기능

• 좌측 후면 안와전두피질: 어울리지 않은 이미지와 향기를 동
시에 제시 받았을 때, 혐오하거나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영역. 



시각적 이미지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

• 계란 노른자: 계란의 노른자위가 진할수록 소비자들이 더 선호. 



감각정보와 결합된 브랜드 이미지

• Neuroco: 20세기 폭스사의 요청에 따라 비디오 게임 속에 끼워 넣
은 각종 광고들에 대한 반응 실험. 

• 파리 시내 산책 가상 게임을 통해 옥외광고판, 버스정류소 광고판, 
버스 측면 광고판에 게재한 각종 광고들, 사실상 거의 효과 없다. 



Sensory association

• 전세계에서 가장 사람받는 향기: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 바닐라향

• 우리가 어떤 것의 냄새를 맡을 때면
콧속의 감각기관들이 냄새 정보를
우리의 감정과 기억, 행복감을 통제하는 대뇌의 변연계로
즉각 송부



• 숯불 냄새
• 브리티시 항공: 왕포아풀
• P&G facial tissue ‘Puffs’: 장미허브 연고로 자신들의 감기를

치료해주던 아련한 추억을 자극



미국 할인마트 입구에는 ‘빵집’
대학가의 커피숍



레몬향: 청소와 관련된 활동

• 2005년 간신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레몬향이 약하게 풍기는 청
소용 액체를 벽 뒤에 감춘 후, 아무 향 없는 방과 레몬향 방에서 설
문조사

• 그날 할 일: 레몬향 방
(35%가 청소와 관련된 활동, 11%만이 청소 관련 활동을 적어냄.)



Americhip

• 세계적인 광고회사를 위해 ‘다감각 기술’을 잡지광고와 다양한
인쇄술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선도하는 제조업체. 

• 소리+맛+팝업
• <피플>지에 다이어트 펩시 광고
• 잡지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 인식도 100%. 

• 마이크로 캡슐화 장치(봉투를 개봉할 때 향기를 방출하는 방식)



무게가 신뢰를 만든다: 리모콘



Sound Branding

• 캘로그
• 대형수퍼마켓에서 들려주는 음악: 

독일산 리즐링(Riesling) 화이트와인과
프랑스 샤도네(Chardonnay) 



노키아 전화 벨소리: 

부정적인 인상이 훨씬 강함. 



체감표지(Somatic marker)

• 뇌가 만들어놓은 인지적 단축회로(직감, 본능적으로)
• 기억+사실+감정 등을 한데 모아 눈깜짝할 사이에 판단. 
• 구매자들의 구매결정의 50% 이상이 구매 순간에 무의식적으

로 내려진다.
• 신경세포: ‘오븐, 뜨거움, 손가락, 석쇠, 눈물이 핑도는 아픔’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

• 우리 뇌에 기록된 일종의 ‘즐겨찾기’이자 단축회로

• 과거의 보상 및 체벌 경험에 의해 새겨진 이 표지는 특정 경
험이나 정서를 특정 반응과 결부시키는 역할

•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정해줌으로써 수고를 최소화. 



Vorsprung durch Technik



체감 표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로 엮는다. 

• Tom Dickson: Blendtec mixer



Price is a very ‘subjective’ number
[가격은 숫자이지만, 가장 주관적인 값이다]



‘Price tag’, identical prices and sale strategy



Psychological pricing
[odd pricing, 99 pricing]

‘Magic number 9’ effect 
[autonomous vs. deliberate processes]



할인된 제품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인식한다
[attribution perspective]

Baba Shiv et al. 



Case study: Wines price

• Blind test with price in mind
• Both: brain activity and satisfaction is stronger drinking 

wine with higher labeled price



인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비싼 것을 싸게’ 사는 것이다!

• 맥주 한 팩을 1달러 더 싸게 구입하려고 5km를 운전해 가는 이유?

• 정가가 50달러인 스웨터를 정가대로 팔면 잘 팔리지 않지만, 원래 150달러
짜리인데 50달러에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포장하면 잘 팔리는 이유?



Beacon of incentives (신호자극)

•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든다. 

• 할인판매의 경우 할인제품을 구매하도록 우리를 부추기
는 것은 할인 제품 자체라기 보다는 싸게 잘 구매한다는
기대감.

• 낮은 가격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할인표시 (discount tag)

• 할인표시는 손실을 이득으로 재구성한다.

• 만일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무엇을 구매할지 예측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예상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들은 ‘싸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을 사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