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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대상국가로는 일본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왔다. 이런 가운데 최

근 한일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사는 한국시장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우리

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적개심과 국가이미지 관련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에서는 285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적개심과 일본의 국가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5.0과 AMOS 23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국가이미지 차원은 경제이미지, 정치이미지, 관계이미지, 문화이미

지, 국민이미지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 적개심이 맥주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소비자 적개심이 의류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the consumer animosity affects country image and purchasing intention. We select Japan as 

a sample country for this study. Generally, Koreans are considered to have some historical animosity against Japan. And recently 

Korea-Japan relations have been deteriorating rapid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arket and to provide suggestions related to the consumer animosity and country 

image for Korean companies when they want to enter foreign markets.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285 samples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3.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Japanese country image level can be composed 

of five dimensions: economy image, politics image, relations image, culture image, people image. Second, it turns out that the consumer

animosit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untry image.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nsumer animosit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rchasing intention of the beer.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nsumer animosit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rchasing intention of the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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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국가이미지는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호의적인 국가이미지가 형성된다면 특정국가의 제품 및 브랜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다[1]. 국가이미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

에서는 인지적 국가이미지 이외에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적 느낌을 포함하는 감정적 국가이미지의 합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

지적 국가이미지는 정치수준, 경제발전, 생활수준, 산업화, 기술발전 등에 대한 평가이며, 감정적 국가이미지는 한 국가와 국민

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2]. 

반면에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의 원

천은 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소비자 적개심이라고 할 수 있다[3]. 소비자 적개심을 처음 소개한 Klein

등은 이를 일반적으로 분노의 감정이면서,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반감

이라고 정의하였다[4]. 

소비자 적개심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일관계를 보면, 2019년 7월 시행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본 관광을 삼가하고 일본제

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등의 노 재팬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8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는 30만 8,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0% 감소하였다. 일본산 자동차 판매는 56.9% 감소하여, 불매운동 전인 6월만 해도 총 20.4%였던 일본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8월 7.7%로 떨어졌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2만 3,000달러로 전년 동기(756만 6,000달러) 대비 34분의 1 수준

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7월 넷째 주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은 17억 8,000만원으로 전월 마지막 주(59억 4,000만원) 대비 70.1% 

급감하였다[5]. 금번의 불매운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확산될 경우 한일 양국관계에 미칠 파급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관한 주의와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관계 문제를 반영하여 소비자 적개심과 일본의 국가이미지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주로 어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소비

자 적개심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구매의도의 대상 제품은 맥주와 의류를 선정하였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이번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한 편의품과 선매품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몰입수준에 따라 저몰입제품과 고몰입제품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2.1 소비자 적개심

소비자 적개심의 초기 연구자인 Klein등은 난징대학살과 같은 역사적 사실로 인해 반일감정을 갖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을 연

구하면서, 소비자 적개심이 일본제품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중국 소비자의 일본에 대한 소비자 

적개심을 전쟁 적개심과 경제적 적개심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장로등의 연구에서는 전쟁 적개심은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적개심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 한편 박명호등의 연구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적개심만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이미지에는 역사적 적개심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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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소비자 적개심에 대해 분석한 Qing Ji Fan등의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중국 국가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러시아 국가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원등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적개심은 한국산 제품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낮출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적개심이 일본의 국가이미지와 일본 제품의 구매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소비자 적개심은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소비자 적개심은 경제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소비자 적개심은 정치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소비자 적개심은 관계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소비자 적개심은 문화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소비자 적개심은 국민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비자 적개심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소비자 적개심은 맥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소비자 적개심은 의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국가이미지 

국가이미지의 구성과 관련하여 Roth and Romeo는 특정 국가의 역사, 정치, 문화, 외교,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적 요소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이들 각 분야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된다고 하였다[9]. 안종석은 국가이미지를 인지 요인(경

제, 기술이미지), 감정 요인(국민이미지), 규범 요인(관계이미지)의 3개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 국가이미지 요인과 그 측정항목들

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국가이미지를 다차원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을 확인하였다[10]. 신경수·김진학은 국가

이미지를 경제적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관계적 이미지, 국민 이미지로 제안하였다[11]. 범경기는 정치이미지, 경제이미지, 국민

이미지, 관계이미지 등 4가지 차원을 도출하였으며[12]. 정한경·송인규는 경제이미지, 정치이미지, 관계이미지, 문화이미지, 국민

이미지를 제시하였다[13]. 이처럼 연구에 따라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이미지를 

경제이미지, 정치이미지, 관계이미지, 문화이미지, 국민이미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국가이미지의 구성요인은 5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구매의도는 편의품(맥주)과 선매품(의류)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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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model

3.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소비자 적개심

은 Klein등과 이장로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국가이미지는 Wang등[14]과 Han[15]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

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매 의도는 정한경·송인규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통해 일본 맥주와 의류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 대한 소비자 적개심이 일본의 국가이미지와 일본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문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

월 1일-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3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가운데 불완전한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지 15개를 제외한 285

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을 이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Profile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00 70.2

혼인
미혼 104 36.5

여자 85 29.8 기혼 181 63.5

연령

20대 74 26.0

직업

학생 67 23.5

회사원, 공무원 123 43.230대 49 17.2

자영업 26 9.140대 47 16.5

전문직 37 13.050대 61 21.4

주부 12 4.261세 이상 54 18.9
무직 5 1.8

학력

고졸 이하 15 5.3
기타 15 5.3

대학 재학 68 23.9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이하 47 16.5

301만원~600만원 126 44.2대학 졸업 100 35.1
601만원~900만원 77 27.0

대학원 이상 102 35.8 901만원 이상 3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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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모든 변수의 Cronbach α 값이 

0.7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변수 요인 

일본은 풍요로운 나라다

경제 이미지 0.833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었다

일본은 생활수준이 높다

일본은 민주화 수준이 높다

정치 이미지 0.820일본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한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와 우호적이다

관계 이미지 0.832일본은 우리와 협조적이다

일본은 호감이 가는 나라이다

일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문화 이미지 0.847일본문화는 광대하고 심오하다

일본은 예술과 문화를 중요시 한다

일본 사람은 친절하다

국민 이미지 0.878일본 사람은 근면하다

일본 사람은 사려가 깊다

나는 일본의 과거 만행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적개심 0.763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부당한 것이다

나는 일본산 맥주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

맥주 구매의도 0.967나는 지인들에게 일본산 맥주를 추천할 용의가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산 맥주를 구매할 것이다

나는 일본산 의류제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

의류 구매의도 0.969나는 지인들에게 일본산 의류제품을 추천할 용의가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산 의류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측정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p=0.000), df=271, CMIN/df= 

2.711 NFI=0.883, RFI=0.848, IFI=0.923, TLI=0.898, CFI=0.922, RMSEA= 0.078로 나타났으므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평균분산추출값(AVE)와 개념신뢰도(CR)에서도 기준값 각각 0.5와 0.7을 넘어 연구척도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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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 construct Est. St. Est. S.E. C.R. P AVE C.R.

경제이미지1 ←
경제

이미지

1.088 0.768 0.081 13.496 ***

0.636 0.840경제이미지2 ← 0.924 0.782 0.067 13.757 ***

경제이미지3 ← 1.000 0.841

정치이미지1 ←
정치

이미지

1.575 0.885 0.153 10.264 ***

0.653 0.844정치이미지2 ← 1.609 0.925 0.155 10.347 ***

정치이미지3 ← 1.000 0.566

관계이미지1 ←
관계

이미지

1.103 0.920 0.089 12.421 ***

0.705 0.875관계이미지2 ← 1.044 0.929 0.084 12.449 ***

관계이미지3 ← 1.000 0.637

문화이미지1 ←
문화

이미지

1.068 0.808 0.078 13.657 ***

0.653 0.849문화이미지2 ← 0.993 0.836 0.071 14.064 ***

문화이미지3 ← 1.000 0.779

국민이미지1 ←
국민

이미지

0.920 0.839 0.054 16.909 ***

0.707 0.879국민이미지2 ← 0.815 0.817 0.050 16.315 ***

국민이미지3 ← 1.000 0.866

적개심1 ←

소비자

적개심

1.000 0.737

0.425 0.775

적개심2 ← 1.034 0.825 0.085 12.117 ***

적개심3 ← 0.955 0.732 0.085 11.177 ***

적개심4 ← 0.534 0.461 0.075 7.125 ***

적개심5 ← 0.516 0.394 0.085 6.098 ***

편의품1 ←
맥주

구매의도

1.000 0.967

0.912 0.965편의품2 ← 0.944 0.966 0.022 41.982 ***

편의품3 ← 0.879 0.931 0.026 34.440 ***

선매품1 ←
의류

구매의도

1.000 0.958

0.916 0.970선매품2 ← 0.867 0.932 0.026 33.660 ***

선매품3 ← 0.984 0.981 0.022 44.344 ***

주: *** p<0.01

4.3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검정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Amos 23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 df=282, CMIN/df=3.580, NFI=0.839, RFI=0.799, IFI=0.878, TLI=0.847, CFI=0.877, 

RMSEA= 0.095 등으로 산출되어 구조방정식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가설검정 결과이다.

가설 검정 결과, 소비자 적개심은 일본의 국가이미지 구성요인인 경제이미지, 정치이미지, 관계이미지, 문화이미지, 국민이미

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소비자 적개심은 또한 맥주와 의류의 구매의도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정한경 · 송인규 /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35

Table 4. Hypotheses testing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채택여부

1-1 소비자적개심 → 경제이미지 -1.107 -0.624 0.189 -5.685 *** 채택

1-2 소비자적개심 → 정치이미지 -1.121 -0.729 0.200 -5.610 *** 채택

1-3 소비자적개심 → 관계이미지 -1.272 -0.696 0.219 -5.800 *** 채택

1-4 소비자적개심 → 문화이미지 -1.573 -0.747 0.255 -6.176 *** 채택

1-5 소비자적개심 → 국민이미지 -1.621 -0.690 0.262 -6.187 *** 채택

2-1 소비자적개심 → 맥주 구매의도 -3.472 -1.439 0.662 -5.245 *** 채택

2-2 소비자적개심 → 의류 구매의도 -3.824 -1.370 0.726 -5.270 *** 채택

주: *** p<0.01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 구성요인과 제품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국가이미지에 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과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28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국가이미지 차원은 

경제이미지, 정치이미지, 관계이미지, 문화이미지, 국민이미지의 5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 적개심이 국가이미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 적개심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맥주와 의류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 적개심은 국가이미지와 제

품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편의표본추출을 통해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적개심

이 국가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연구에서는 소비자 적개심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소비자 유형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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