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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 자민족주의(CET: consumer ethnocentrism)는 Shimp와 Sharma(1987) 이후 국제

마  분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CET는 외국 제품 구매가 사회 으로 그리고 도

덕 으로 한가에 한 소비자의 신념과 가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 되고 있다(Shimp and 

Sharma, 1987; Feurer, Baumbach, and Woodside, 2016).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민족

주의 가치가 높은 소비자들은 외국 제품에 비해 자국의 제품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정 인 구매의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eveland, Laroche, and Papadopoulos, 2009; S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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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의 니엄 세 를 상으로 소비자 자민족주의(CET) 가치와 자민족주의 고가 소비자의 국

내  외국 랜드 구매 행 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CET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CET 가

치가 구매 행 에 미치는 향에만 치 하여 온 반면에, 마  자극에 의한 효과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 본 

연구에서는 CET 효과와 함께, 자민족주의 고의 효과도 분석하 다. 이를 해, 가상 고를 제작하여 220명

을 상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검증 결과, 우선, CET의 효과가 내국 랜드와 외국 랜드에 따라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T를 

독단주의와 애국심 CET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내국 랜드에 해서는 독단주의와 애국심 CET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외국 랜드에 해서는 애국심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연구의  다른 결과는 자

민족주의 고가 내국 랜드 선택에는 향이 없으나, 외국 랜드에는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이다. 그러나, 

자민족주의 고가 CET 가치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높게 나타나고, 그 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확

증 편향(Sullivan, 2009)은 발견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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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im and Park, 2010). 

그러나, CET와 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부분 소비

자의 신념과 가치 즉 CET 가치가 국내  외국 제품과 랜드의 구매에 미치는 향 규명에 

을 맞춰왔다. 반면에, 자민족주의 마 의 효과를 직  검증하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CET 가

치는 개인의 특성(trait)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습득한 것으로 지속 인 특징

을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의 자민족  구매 행 는 소비자 가치 이외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마  자극에 의해 조성된 자민족주의  인지 는 감정 그리고 사회  분

기에 의해 소비자의 자민족  구매 행 가 발될 수 있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오랫동안 논쟁되고 있는 “특성-상황 논쟁”에 비유될 수 있다 (Mischel, 1968: 

Epstein and O'Brien, 1985). 특성이론 학자는 인간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에 

의해 상황에 계없이 일 된 행 를 보인다는 것이고, 상황론자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른 행

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 논쟁의 에서 보면, 소비자의 자민족  구매 행 는 소비자의 특성 

즉 CET 가치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한 상황  변수인 외부 자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외부 자극 특히 자민족주의 고와 같은 마  자극의 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고 자극이 소비자의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이미 소비자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확인되어 왔다(MacKenzie, Lutz, and Belch, 1986). 동시에 마  자극이 모든 소비자

에게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선택  노출 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와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Sullivan, 2009). 따라서, CET 가치가 높은 소비자는 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그 지 않는 소비자는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민족주의 마  자극의 효과에 한 연구는 특히 국 소비자 연구에서 더 요할 수 있다. 

국 시장은 최근 토종 기업과 랜드들이 크게 성장하고, 소비 시장에서도 민족주의  특성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자민족주의 마 을 활발하게 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Bi, 

Gunessee, Hoffmann, Hui, Larner, Ma, and Thompson, 2012; Huang, Phau, and 

Lin, 2010; Wang, He and Li, 2013; Kim, Kim and Mun, 2009; Ahn, 2012, 2015). 이

에 따라, 국 소비자의 CET 경향과 구매 행 에 한 연구도 비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여

히 자민족주의 마 , 특히 고 효과에 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CET 가치의 효과도 국 시장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CET 선행 연구의 주장을 국 소

비자에게 용하면, CET가 국 소비자의 자국과 외국 랜드 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

지만, 이에 반하는 결과도 최근 국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Raškovi (2016)등은 국의 

은 계층 소비자는 CET 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i(2012)등과 Han(2017)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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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CET가 외국 랜드 구매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

은 특히 국 소비를 선도하는 국의 니엄 세  즉 1990년 에 태어난 세 인 주링허우(九零後)

와 1980년 의 바링허우(八零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Moore and Chang, 2014). 

이 세 는 기성세 와 달리 개인주의  특성이 강해 외국 랜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Neuliep, 2012; Moore and Chang, 2014; Lee and Du, 2012; Han, Park, and Kim, 

2015). 따라서, 국 소비자, 특히 니엄 세 의 CET 가치와 그 효과에 한 실증  검증이 

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 소비자를 상으로 CET 가치와 자민족주의 

고가 소비자의 국내  외국 랜드 구매 행 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다른 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랜드 선택에 있어 

CET 가치와 자민족주의 마  자극의 상  요성을 검증한다. 둘째, 자민족주의 고의 효과 

검증에 있어 가상 고를 제작하여 소비자에 보여주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

다. 셋째, 조사 상을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국의 니엄 세 , 특히 20-30  소

비자를 상으로 자민족  구매 행 를 분석한다는 이다.  

Ⅱ. 이론  배경 

2.1 소비자 자민족주의 (CET)의 개념

CET는 사회학 개념인 자민족주의 즉 “모든 사물을 자신이 속한 집단  에 입각하여 평가하

는 개인의 성향”이라는 Sumner(1906, p.13)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Shimp and Sharma, 

1987). 특히,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소속 집단으로 

인식하는 내집단(in-group)과 이의 반 인 외집단(out-group)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Tajfel, 

1982). 개인은 내집단과 련된 상을 호의 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집단에 해서는 배타 인 

성향을 보인다(Tajfel, 1982; Cargile and Bolkan, 2013; Choi and Bae, 2016). 결국, 자

민족주의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Shimp와 Sharma(1987, p. 280)는 의 사회학 개념을 기반으로 CET를 “외국 제품의 구매의 

사회  성  윤리성에 한 소비자의 신념 는 경향”로 정의하고 있다. Sharma (2015)는 

최근 연구에서 CET를 인지 , 감성  그리고 행동  요인을 포함하는 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Siamagka와 Balabanis(2015)에서는 구매의 성과 윤리성 보다는 소비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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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와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CET는 기본 으로는 소비자의 규범

 가치와 신념의 개념으로, 구체 으로 자민족  구매에 한 가치와 신념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듯하다. 

선행 연구의 일 된 주장은, 자민족주의 가치가 높은 소비자는 외국 제품과 랜드를 구입하는 

것은 비애국 인 행 로 인식하는 반면에, 자민족주의 가치가 낮은 소비자는 랜드의 기능  우

에 따라 구매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Verleh, 2007; Josiassen, Assaf, and Karpen, 2011). 동시에 CET는 내국 랜드가 내국 

랜드로서의 정체성 는 상징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 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경향을 높인다

(Steenkamp and de Jong, 2010; Kim and Lee, 2015; Lee and La, 2002). 

그러나, 최근 Winit(2014)등의 연구에서는 CET가 내국 랜드의 구매에는 향을 미치나, 외

국 랜드의 구매에는 그 향이 제한 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개도국에서 지속

인 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세계주의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CET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an 2017). 

2.2 국 시장에서의 CET와 효과

CET 선행 연구의 주장을 국 소비자에게 용하면, CET가 국 소비자의 자국과 외국 랜드 

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He와 Wang(2015)의 연구에서 CET가 수입 랜드의 선

호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 연구에서 이에 반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우선, Bi(2012)등은 국 소비자의 CET 경향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

다. 동시에, CET 효과는 국 니엄 세  즉 1990년 에 태어난 세 인 주링허우(九零後)와 

1980년 의 바링허우(八零後)에서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aškovi (2016)

등은 국의 은 계층 소비자는 CET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Han(2017)의 연구에서

도 국 학생들에게 CET가 외국 랜드 구매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ET의 효과는 국의 니엄 세 에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 는 기성세 와 달리 개인

주의  특성이 강해 외국 랜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Neuliep, 2012; Moore and Chang, 

2014; Lee and Du, 2012). CET는 소비자의 사회정체성 표 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사회정

체성 이론(Tajfel, 1982)은 개인이 내집단과의 원만한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집단 편기는, 사회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Yamagishi, Jin, and Miller, 1998; Al-Zahrani and Kaplowitz, 1993). 

즉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CET와 같은 내집단 편기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사회  기 에 한 부응이나 사회 구성원과의 조화보다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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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Markus and Kitayama, 

1991; Muk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는 내집단 편기가 낮은 동시에 CET 가치도 낮

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한 실증 연구가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Han and Won, 2016). 특

히, 개인주의화가 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소비를 선도하고 있는 국 니엄 세 를 

상으로 하는 CET 가치와 그 효과에 한 실증  검증이 실히 요청된다.

2.3 CET의 구성 요인

CET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리고 CET의 구성 요인으로 소비자 독단주의와 애국심이 제시되고 있

다(<Table 1> 참조). 독단주의란 실 상황을 이분법  논리로 인식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소속 

집단에 해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게 하는 개인의 가치로 정의되고 있다(Levine and Campbell, 

1972; Caruana and Magri, 1996). 통상 으로 독단주의 인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상에 해 

불편함을 느끼며, 이에 해 방어 으로 근하는 경향이 있다(Schiffman and Kanuk, 2006). 

따라서 독단주의  소비자들은 체로 자국 제품이나 문화 으로 유사한 국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반면에(Anderson and Cunningham, 1972; Tongberg, 1972), 외국 제품에 해서는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hoham, Davidow, Klein and Ruvio, 2006). 그러한 독단주의는 신토

불이  성향이 있다고 지 되고 있다(Han and Won, 2016). 

한편, 소비자 애국심은 자국 랜드를 구매하기 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개인  성향(Han, 

1988)이며, 규범  에서 자국과 련된 가치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가치를 의미한다

(Balabanis et al. 2001; Shankarmahesh, 2006). 이는 자국 제품에 한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독단주의  가치에 비해 방어 이고 보호주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소비자 애국심은 

국내 연구들에서도 외국 제품에 한 평가에 부정  향을 미치거나(Kim and Kang, 2013), 

한국 제품의 평가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Hong and Kang, 2010)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 으로 소비자 독단주의와 소비자 애국심은 CET와 매우 유사하거나 련성이 높은 개념으

로 지 되고 있다(Shimp and Sharma, 1987; Sharma, Shimp, and Shin, 1995). 실제, 

Shimp와 Sharma(1987)의 17개 CETSCALE도 이들 특성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Murdock 

(1931)은 자민족주의의 개념이 집단이나 민족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 벌주의, 종교  편

견, 인종차별, 는 애국심 등과 련된 가치의 표출에 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언 한 바 있다. 

Siamagka와 Balabanis(2015)도 CET의 요인에는 애국심을 나타내는 친사회성(prosociality)

과 독단주의  인식을 의미하는 자민족주의  왜곡된 인지(ethnocentric distorted cognition)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alabanis(2001)등도 CET가 국가나 국민의 특성에 따라 독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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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이나 민족  우월감에서 비롯된 민족주의  가치와 자국에 한 순수한 애착인 애국  성향

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발  수 이 높거나 문화  우월감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소비자 독단주의  가치에 의해 발 될 수 있으며, 개도국이나 자국에 한 보

호주의  정서가 강한 소비자 문화권의 국가에서는 애국  가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Han과 Won(2016)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 연구에서의 21개국 소비자를 상으로 하

는 CET 차이의 실증 분석에서, CET가 독단주의 그리고 애국심 CET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된 바

가 있다. 동시에 동 연구에서 독단주의  CET는 경제  발  수 이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nkarmahesh(2006)도 독단주의(Caruana and Magri, 1996)와 애국심(Sumner, 1906)

가 CET의 선행 요인으로 지 하고 있는데, 이는 CET가 소비자 독단주의와 소비자 애국심과 련

성이 높은 개념임을 보여주는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Han과 Won(2016)의 연구에서

는, 이들 3자가 인과 계  특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의사 계(spurious relationship)로서 기 의 

개인 가치와 성향에 따라 발 되는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Siamagka

와 Balabanis(2015)의 CET를 구매의 성과 윤리성에 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CET를 

독단주의와 애국심 CET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Table 1> CET concepts or dimensions suggested by previous research 

Studies CET concepts or dimensions

Tongberg, 1972 dogmatism

Anderson and Cunningham, 1972 dogmatism

Shimp and Sharma, 1987 dogmatism, patriotism

Han, 1988 patriotism

Sharma et al., 1995 dogmatism, patriotism

Balabanis et al., 2001 patriotism, dogmatism

Shankarmahesh, 2006 patriotism, dogmatism

Siamagka and Balabanis 2015
patriotism (prosociability), 

dogmatism (ethnocentric distorted cognition)

Hong and Kang, 2010 patriotism

Kim and Kang, 2013 patriotism

Han and Won, 2016 dogmatism,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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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의 이론  배경에서 논의하 듯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CET 가치는 소비자의 국내  외

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론  배경 2.1. 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국 소비자와 련하여 CET 가치의 효과를 부인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련된 논의는 이

론  배경 2.2.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CET 효과를 국 니엄 세 를 상으로 검증할 필요

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의 이론  배경 2.3에서 논의하 듯이, CET를 독단주의 CET와 

애국심 CET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다. 

우선 내국 랜드의 구매의도와 련하여, CET 가치가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고,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1-1: 독단주의 CET는 내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애국심 CET는 내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외국 랜드와 련하여, CET의 효과에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H2-1: 독단주의 CET는 외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애국심 CET는 외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에서 CET 가치의 2개 요인인 독단주의 CET와 애국심 CET의 상  요성도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 하 듯이, 독단주의 CET는 자국 제품에 한 우월성과 자부심을 의

미하고, 애국심 CET는 방어  그리고 희생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 더 요한지에 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자민족주의 고가 소비자의 자민족  구매 행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ET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민족 구매 행 에 미치는 향을 의 H1과 H2에서

와 같이 CET 가치에 을 맞춰왔고, 고와 같은 자민족주의 마  자극의 효과에 한 연구에

는 소홀한 이 사실이다. 상황론  에서 보면, 소비자의 자민족 구매 행 는 소비자의 가치와 

함께 상황  변수인 외부 자극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Epstein and O'Brien, 1985).

고 자극이 소비자의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이미 소비자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확인되어 왔다. 구체 으로 고가 소비자에게 인지  그리고 감성  반응을 유발하고, 이

러한 반응이 소비자의 고에 한 태도와 랜드에 한 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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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MacKenzie et al., 1986). 따라서, 자민족주의 고도 내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정

으로 그리고 외국 랜드의 구매의도에는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는 자민족주의 고와 련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3: 자민족주의 고는 내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자민족주의 고는 외국 랜드의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고 자극의 효과와 련하여,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  노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고, 보강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반면에, 반 되

는 정보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Sullivan, 2009). 이러한 선택  노출과 정보 처리를 실험심리

학에서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로 정의하고 있다(Hart, Albarracin, Eagly, Brechan, 

Linberg, and Merrill 2009). 확증 편향은 논리학에선 ‘불완  증거의 오류(fallacy of incomplete 

evidence)’ 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만 선택 으로 채택한다는 의미이다(Powers, 1995). 선택  노출 이론은 인지심리학

의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기반을 둔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개

인이 가진 신념, 생각,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심리  불편함을 해결하

고 자신에 한 일 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Festinger, 1957).

선택  노출 이론의 에서 볼 때, 마  자극의 효과도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마

 자극에 해 CET 가치가 높은 소비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지 않는 소비자는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민족주의  고는 CET의 효과를 조 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우

선, 내국 랜드와 련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5-1: 자민족주의 고는 독단주의 CET의 내국 랜드에 미치는 H1-1의 효과를 정 으로 

조 할 것이다. 

H5-2: 자민족주의 고는 애국심 CET가 내국 랜드에 미치는 H1-2의 효과를 정 으로 조

할 것이다. 

동시에 외국 랜드와 련하서는 다음의 가설이 가능하다. 

H6-1: 자민족주의 고는 독단주의 CET가 외국 랜드에 미치는 H2-1의 효과를 부정 으로 

조 할 것이다. 

H6-2: 자민족주의 고는 애국심 CET가 외국 랜드에 미치는 H2-2의 효과를 부정 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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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 가설 검증을 통해 CET 련 2개의 결정 요인 즉 CET 가치와 자민족주의 고 

자극의 효과와 상  요성을 국내와 외국 랜드로 구분하여 실증 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

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을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국의 니엄 세 , 

특히 20-30  소비자에게도 자민족주의  소구와 가치가 얼마나 요한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독단주의  가치와 애국  가치  어느 가치가 니엄 세 에 요한지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가설 검증을 해 소비자의 내국  외국 랜드에 한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해당 랜드에 한 품질 인식과 친숙도를 통

제한다. 이들 변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이미 마  문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Keller 

and Aaker, 1992).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인구통계 변수를 통제한다. 첫째는 성별 변수

로 선행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민족  구매 행 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

(Jossiassen et al., 2011; Javalgi et al., 2005). 한, 연령 로 보아 고연령층에서 자국 제

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어(Cleveland et al., 2009; Jossiassen et al., 2011; 

Javalgi et al., 2005; Han and Won, 2016), 본 연구의 20-30  표본에서 학생과 나머지 

직장인 표본을 구분하여 학생 더미로 통제 변수로 활용하 다. 

이상의 결정 변수와 통제 변수 그리고 결과 변수인 국 니엄 소비자의 내국  외국 랜드

의 구매의도는 <Figure 1>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Figure 1>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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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4.1 연구 설계

4.1.1 조사 상 제품과 랜드

우선 조사 상 제품으로 운동화와 스마트폰을 선정하 다, 이는 우선 니엄 세 의 주요 

심 제품이고, 동시에 내국 랜드들이 외국 랜드와 치열하게 경합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이었다. 

조사 랜드는 우선 운동화에서는 안타(Anta)와 리닝(Li-Ning)의 국 토종 랜드와 아디다스

와 나이키의 외국 랜드를 사용하 다. 한편, 스마트폰은 국 토종 랜드로는 화웨이(Huawei)

와 샤오미(Xiaomi) 그리고 외국 랜드로는 삼성 갤럭시를 선택하 다. 스마트폰의 외국 랜드

로서 아이폰도 포함하 으나, 탐색조사에서 일부 응답자가 아이폰의 iOS가 안드로이드 운 체계를 

사용하는 국 폰과 다르고, 상당수의 국 앱이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되어 있어 직  경쟁 상

이 아닐 수 있는 의견에 따라 최종 조사에서는 제외시켰다. 

4.1.2 자민족주의 고   

자민족주의 고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2개 집단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 어 사후에 검증하는 통계집단 사후설계 방법(after-with-control- group design)

을 사용하 다(Ahn and Lim, 2006). 구체 으로, 실험 집단에서는 자민족주의 마  자극을 

보여주고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측정한 반면에, 통제 집단에서는 그러한 자극 없이 구매의도를 측정

하 다. 따라서 마  자극 효과 즉 처치(treatment) 효과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구매의

도 차이로 측정하는 것이다.

4개의 국 토종 랜드에 해당하는 가상 고 단지와 수행되고 있는 자민족주의 마 을 간

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 다. 구체 으로 개별 랜드의 고 가피는 <Figure 2>와 같이 

사용하 고, 자민족주의 마 은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 다. 

“ 국 운동 제품 제조사 안타는 2013년 – 2016년 동안 국 올림픽 원회(Chinese Olympic 

Committee)의 공식 인 유일한 찬 랜드이다. 안타의 CEO인 Ding Shizhong는 ‘This moment, 

all for China(这一刻，为中国)’란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꼭 국 국가 표들을 력으로 찬하

고 국 체육의 발 을 해 꾸 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2017년 국 CBA(China Basketball Association)경기에 유일한 공식 인 찬 랜드로 

된 국 운동 제품 제조사 리닝은 CBA에 총 20억 RMB(약 3.0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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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은 새로운 슬로건 ‘Chinese, make a change(中国人, 让改变发生)’로 하면서 CBA 한정  운동화도 

출시하고 있다.”

“2015년 인 국 스마트 폰 제조사 화웨이는 로벌 포춘 500 기업에서 228 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보다 57  오른 순 이다. 화웨이의 CEO인 Ren Zhengfei는 화웨이의 부상은 국 기업의 

성장을 상징하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했다. 이에 화웨이는 ‘Chinese Generation, 

HUAWEI’s Generation(华人时代，华 为时代)’，‘Chinese glory, power from heart (中国人的荣

，来自内心的力量)’의 슬로건으로 새로운 고성능 스마트 폰을 출시했다.”

“2015년 국 스마트 폰 시장 매량 1 인 국 기업 샤오미는 신제품 발표회에 ‘New China 

Made(新国货)’란 슬로건을 발표했다. ‘New China Made’는 국 국산 제품이 수입품에 뒤지지 않는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을 기진 국 표 인 제품을 가리킨다. Xiaomi CEO인 Lei Jun가 앞으로 샤오

미는 ‘Made in China’를 ‘New China Made’로 면 개 하고, 국 표 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Figure 2> Ethnocentric advertising copies used in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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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는 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스포츠 행사 후원과 국 기업의 세계 상을 알리는 내

용이 담겨져 있다. 이 게 제작된 가상 고는 실험 집단에게만 보여주고, 동일 제품군의 내국 

랜드와 외국 랜드 각각 1개에 한 구매의도를 측정하 다. 한편, 통제 집단에는 가상 고를 보

여주지 않고, 구매의도를 측정하여, 실험 집단의 구매의도 평균치와 비교하 다.

4.2 변수의 조작  정의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Table 2> 참고). 이들 변수들은 모두 5  척도로 측정되었다(1=

매우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우선, CET 가치는 Han과 Won(2016)의 21개국 자민족주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10개 항목

을 활용하 다. 이 항목은 Shimp와 Sharma(1987)의 CETSCALE의 17개 항목  국 소비

자에 합한 항목 10개를 추출한 것이다. 이들 항목들은 Balabanis와 Diamantopoulos (2004)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10개 문항과도 유사하다. 자세한 항목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랜드의 구매의도 그리고 통제 변수로 사용하는 랜드 품질과 랜드 친숙도는 선행 연구에서 

통상 으로 사용되는 항목을 사용하 다(Brunner II, Hensel, and James, 2005). 구체 인 

항목은 역시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Variables Measurements References

CET value

* 4 Dogmatic CET measurements

* 6 Patriotic CET measurements

They are shown in <Table 3>

Han and Won (2016); 

Shimp and Sharma 

(1987)

Perceived 

brand 

quality

1. Overall, this brand has a very high quality.

2. This is a brand of superior quality.

3. This brand is technological advanced.

4. This brand is very durable.

5. The brand has a very reliable quality.

Brunner II et al. 

(2005)Purchase 

intentions

1. I am very likely to buy this brand when I need one.

2. I would recommend this brand to others.

3. I would like to own this brand.

4. I am interested in buying this brand.

Brand 

familiarity

1. This brand is very familiar to me.

2. Everybody here has heard of this brand.

3. I am very knowledgeable about this brand.

<Table 2> Variables and measurements 

Scales: strongly disagree (1) to strongly agre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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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수집  표본

본 연구는 국 니엄 세  즉 주링허우(九零後)와 바링허우(八零後)를 상으로 하는 연구이

므로, 20 - 30 를 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 다. 구체 으로, 표본은 상하이에 거주하는 

학생과 사무실 근로자를 상으로, 모바일 메신 인 웨이보, 챗 그리고 QQ를 통해 하

다. 조사는 국의 최  온라인 조사 랫폼인 問券星(http://www.sojump.com)를 통해 이루어

졌다. 략 400명이 되었고, 292명의 응답이 수거되었다. 그  불성실 응답과 무응답을 제외

하고, 모두 220명의 응답이 확보되었다. 

최종 표본은 여성이 50.2%이 고, 학생 집단과 사무실 근로자 심의 직장인이 각각 52.9%

와 4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인 표본의 76.2%가 30 이고, 71.8%가 학사 학 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표본은 앞서 언 한 국의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니엄 세 (Moore and 

Chang, 2014)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Ⅴ. 실증 분석

5.1 척도 평가

5.1.1 CET 가치 척도 

우선, CET 척도의 2개 속성 즉 독단주의  그리고 애국  CET를 확인하기 해 CET 10개 항

목을 상으로 탐색  요인 분석을 수행하 다. 요인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2개 요

인의 아이겐값과 설명력은 6.94와 69.4%이었다.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Table 3>의 결과를 살펴보면,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은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

한다,’ ‘국산품을 구매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다’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자국 제품에 한 우월

감, 자부심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하 던 독단주의의 개념(Anderson 

and Cunningham, 1972; Shoham et al., 2006)과 유사한 것으로, 독단주의  CET로 특성

화시킬 수 있는 듯하다. 동시에 요인 1에 포함된 항목은 Han과 Won(2016)의 독단주의 요인과 

동일하다.  

한편, 나머지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의 경우에는 ‘외국제품의 구매는 자국 경제발 을 해

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일이다,’ ‘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해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제품만을 수입해야 한다,’ 등의 자국 경제에 한 우려와 자국 제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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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n CET value measurements

Dimensions Measurements Factor 1 Factor 2

Dogmatic 

CET

Chinese-made products are more reliable. .866 .298

Domestic products satisfy my personal needs best. .840 .247

Chinese products, first, last, and foremost. .785 .355

It is always best to purchase Chinese product. .782 .408

Patriotic 

CET

Purchasing foreign products hurts Chinese business 

and causes unemployment.
.320 .656

We should purchase products manufactured in 

China instead of letting other countries get rich off us.
.337 .766

Purchasing foreign-made products is unpatriotic. .321 .734

A real Chinese should always buy Chinese products. .466 .687

Only those products that are unavailable domestically 

should be imported.
.155 .815

Importing products from politically hostile countries 

should not be allowed.
.303 .684

보호 인 성향인 애국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재되었다. 이들 항목은 선행 소비자 애국심 

연구(Han, 1998; Shankarmahesh, 2006; Kim and Kang, 2013)에서 사용하 던 측정 항

목과 유사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CET를 각각 4개와 6개 문항의 독단주의 그리고 

애국심 CET로 구분하여 이들이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구체 으로 요인 분

석의 결과로 나온 요인 수로 조작화하 다.

5.1.2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 모형 내 다항목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먼  신뢰성 

검증에서, 내부 일 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값은 모든 구성개념에 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Amos를 통해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도 함께 평가하 다. 이 역시 모든 항목에서 일반 인 허용 기 인 0.6을 상회하여 결과값을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자세한 수치는 <Table 4>에 정리되

어 있다.

타당성 평가를 해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항목들 간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Table 4>에서 보듯이, 모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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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념이 0.5이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요인 재량도 모든 항목에서 0.5이상인 수치를 보여, 본 

연구의 변수 모두가 일정 수  이상의 측정 항목의 집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잠재변수 간 상 의 제곱이 AVE값보다 작

은지를 검토하여 별하 다(Fornell and Larker, 1981). 분석 결과, 모든 구성개념 간의 상

계제곱 값이 AVE보다 낮게 나타나 별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factors
Composite 

reliabilities
AVE

Cronbach's 

alpha

Dogmatic CET .908 .711 .906

Patriotic CET .895 .554 .880

Domestic brand familiarity .806 .587 .799

Foreign brand familiarity .752 .515 .717

Domestic brand quality .918 .692 .917

Foreign brand quality .917 .688 .915

Domestic brand purchase intentions .918 .738 .915

Foreign brand purchase intentions .929 .767 .928

<Table 4> Reliabilities and validities  

5.2 기술  통계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변수의 상 계수와 평균 

 표 편차가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응답자의 자민족주의 가치 성향을 보면, 독단주

의  CET와 애국  CET의 평균값이 5  척도에서 각각 2.72 (sd=.78)와 2.34 (sd=.76)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응답자의 자민족주의 가치가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니엄 세  특성을 반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수치는 앞서 논의한 국의 은 계층 소비자는 

CET 가치가 낮다는 Raškovi (2016)등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고, 이 계층의 개인주의화(Neuliep, 

2012; Moore and Chang, 2014; Lee and Du, 2012)에 따라 나타난 상으로 추정된다. 한

편, 응답자들의 조사 상 랜드들에 해 비교  친숙한 편이고, 한, 구매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Table 5> 참조), 조사 상 랜드에 한 응답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자민족주의 고에 노출된 실험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통제 집단의 랜드별 구매의도를 

살펴보면, <Table 6>와 같이 나타났다. 내국 랜드의 구매의도는 통제와 실험 집단에서 각각 

2.914와 2.964로 나타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 = .643, p < .10). 그러나, 외국 랜

드의 구매의도는 실험 집단에서 평균값이 3.151로 통제 집단의 3.316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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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비교는 5% 수 에 유의했다(F = 4.027). 그러나, 이 비교는 집단내의 개인별 특성을 통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곧 이어 수행될 가설 검증에서 다수의 결정 변수와 통제 변수를 포함하여 실

험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Table 5>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Dogmatic
CET

Patriotic
CET

Domestic 
brand 

familiarity

Domestic 
brand 
quality

Domestic 
brand 

purchase 
intentions

Foreign 
brand 

familiarity

Foreign 
brand 
quality

Foreign 
brand 

purchase 
intentions

Patriotic 
CET

 .000

Domestic 
brand 

familiatiry
 .112  .293**

Domestic 
brand 
quality

.283**  .443**  .616**

Domestic 
brand 

purchase 
intentions

 .347**  .488**  .550**  .787**

Foreign 
brand 

familiarity
-.227** -.036  .352**  .096  .000

Foreign 
brand 
quality

-.260** -.035  .005 -.019 -.078 .503**

Foreign 
brand 

purchase 
interntions

-.117 -.195** -.227** -.235** -.169* .418** .658**

Means 
(S.D.)

2.72
(.78)

2.34
(.76)

3.64
(.72)

3.31
(.69)

2.95
(.87)

3.74
(.61)

3.64
(.63)

3.25
(.84)

Note: The means of dogmatic and patriotic CET are the combined values of their respective measures. 

*p < 0.05,  **p < 0.01.

<Table 6> Purchase intention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Groups Domestic brands Foreign brands

Control group 2.914 (.051) 3.316 (.047)

Experimental group 2.964 (.036) 3.151 (.067)  

Scale: 1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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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설 검증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계 (hierarchical)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 다. 기

본 모형인 모형1은 CET와 고 자극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이다. 이 모형에는 기본 으로 구

매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의 통제 변수를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인

구통계 변수(성별과 직업) 그리고 랜드 친숙도  품질을 포함하 다. 이들 통제 변수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보아,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해서 모형1을 바탕으로 모두 4개의 추가 모형을 검증하 다. 구체

으로, 모형2에서는 CET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H1과 H2)을, 그리고 모형3에서는 모형2를 

바탕으로 자민족주의 고 효과(H3과 H4)를 검증한다. 모형4와 모형5는 자민족주의 고의 조  

효과(H5과 H6)를 검증하기 한 모형이다. 모형4에서는 자민족주의 고의 주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모형2를 바탕으로 조  효과만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모형5에서는 주 효과와 조  효과를 

모두 포함시켜, 모형3을 바탕으로 추가 검증한다. 결과는 <Table 7>와 <Table 8>에 나타나 있다.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Domestic brand purchase intention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Intercept -.604 (.181) -.034 (.192) -.062 (.195) -.037 (.192) -.064 (.195)

Brand quality  .911**(.058)  .734**(.060)  .733**(.060)  .730**(.061)  .729**(.061)

Brand familiarity  .134* (.055)  .147**(.052)  .145**(.052)  .150**(.052)  .148**(.052)

Gender  .094 (.063)  .070 (.059)  .070 (.059)  .065 (.060)  .065 (.060)

Student vs. 
Worker

-.008 (.063) -.037 (.059) -.034 (.059) -.032 (.060) -.028 (.060)

Dogmatic CET  .149**(.031)  .150**(.031)  .104 (.057)  .105 (.057)

Patriotic CET  .171**(.033)  .171**(.033)  .177**(.052)  .177**(.052)

Group  .055 (.062)  .054 (.062)

Group x
Dogmatic CET

 .063 (.066)  .062 (.066)

Group x
Patriotic CET

-.007 (.062) -.007 (.062)

  .629 .678 .679 .679 .680

*p < 0.05,  **p < 0.01. Occupation dummy: student 1, worker 0; Ethnocentric advertising effect was estimated 

with the group dummy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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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Foreign brand purchase intention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Intercept  .221 (.298)  .115  (.303) -.035 (.308)  .950 (.304) -.053 (.309)

Brand quality  .762**(.075)  .776**(.074)  .795**(.074)  .773**(.075)  .792**(.075)

Brand familiarity  .117 (.077)  .126 (.076)  .115 (.076)  .135 (.077)  .123 (.076)

Gender  .069 (.081)  .072 (.080)  .074 (.079)  .069 (.081)  .070 (.081)

Student vs. 
worker

-.408**(.082) -.378**(.081) -.370**(.081) -.376**(.082) -.367**(.082)

Dogmatic CET  .050 (.041)  .055 (.041) -.010 (.077) -.005 (.076)

Patriotic CET -.121**(.041) -.117**(.041) -.085 (.068) -.085 (.068)

Group  .180* (.084)  .178* (.084)

Group x
Dogmatic CET

 .081 (.090)  .082 (.089)

Group x
Patriotic CET

-.051 (.086) -.043 (.086)

  .502 .526 .536 .529 .539

*p < 0.05,  **p < 0.01. 

가설 검증에 앞서, 모형1 추정을 통해 통제 변수의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별은 소비자의 내국  외국 랜드에 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학생과 직장인 사이에는 

국내 랜드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외국 랜드에 한 구매의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직장인의 구매의도(3.53)가 학생들(3.16) 보다 높았다(F = 22.3, p < .01). 이는 구매력 차이

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랜드 품질은 내국과 외국 랜드 구매의도에 모두 향이 있

었으나, 랜드 친숙도는 내국 랜드에만 유의하 다.

5.3.1 CET 가치의 효과

앞의 가설 H1과 H2에서 제시한 소비자의 독단주의 CET와 애국심 CET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서 모형2을 추정하 다. 우선 모형1 비 모형2의   변화를 보면, 내국 

랜드에서는 .049 그리고 외국 랜드에서는 .024로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는 곧 CET가 랜드 구매의도 설명에 공헌함을 의미한다. 상 으로 보아,   변화가 내국 

랜드에서 높아, CET는 내국 랜드에는 향이 커지만, 외국 랜드에는 향이 있으나, 상 으

로 그 향력이 낮은 것으로 악된다. 

개별 CET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내국 랜드의 경우에는 독단주의와 애국심 CET 모두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이들 요인의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가 각각 .149와 .171로 모두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편, 외국 랜드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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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는 독단주의 CET는 향이 없었고(b = .050, p > .10), 애국심 CET만 유의한 향을(b 

= .121, p < .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모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즉 자민족주의 고 효과를 포함하여도 모형2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국 은 계층의 소비자는 CET 경향과 효과가 높지 않다는 Bi(2012)등, Raškovi  

(2016)등과 그리고 Han(2017)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니엄 세 도 여 히 CET 가치

에 향을 받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추가해서 외국 랜드 구매에는 애국심 가치가 더 

요하다는 도 본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이다. 

5.3.2 자민족주의 고의 실험 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민족주의 고의 실험 효과를 구매의도에 미치는 1)주 효과와 2) CET 가치를 

조 하는 효과 즉 확증 편향(Hart et al., 2009; Sullivan, 2009)로 추정한다. 

우선, 주 효과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구매의도 차이로 살펴보았다. 이 차이는 모형3에서 

개인의 CET 가치와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존재하는지를 검증하 다. 우선 내국 랜드와 련하

여, 실험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의 값이 .055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참

조). 반면에, 외국 랜드에 해서는 회귀 계수 값이 .180으로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Table 7> 참조). 한 모형2 비 모형3의   변화도 유사하게 내국 랜드에서는 

.001 (p = .381)으로 낮았으나, 외국 랜드에서는 .010 (p = .03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

합하면, 자민족주의 고는 내국 랜드 구매에서 향이 없으나, 외국 랜드 구매에는 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 효과와 함께, 본 연구에서 자민족주의 고의 확증 편향 여부를 검증하기 해서 주 효

과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4와 주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모형5을 추정하 다. 우선, 모형4의 모형2 

비   변화는 내국 랜드에서 .001 (p= .635)그리고 외국 랜드에서 .003 (p= .566)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모형5의 모형3 비   변화도 내국 랜드에서 .001 (p= .639) 그리고 

외국 랜드에서 .002 (p= .584)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를 살펴보

면, 모형4와 모형5의 상호작용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과 <Table 7> 참조). 이 결과는 

자민족주의 고가 CET 가치의 효과를 조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자민족주의 고가 CET 가치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높게 나타나고, 그 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확증 편향이 발견되지 않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기본 으로 내국 랜드와 외국 랜드 구매에 상 으로 

다른 요인들이 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CET 가치는 상 으로 내국 랜드에 

향이 큰 반면에, 자민족주의 고는 외국 랜드 구매에 향을 미쳤다. 외국 랜드 구매에 고 

효과가 높은 것은 소비자의 CET 가치의 향력이 외국 랜드 구매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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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에서 언 하 듯이, 선행 연구에서도 CET가 외국 랜드 구매에 상 으로 향

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Bi et al., 2012; Han, 2017; Raškovi  et al., 2016; 

Winit et al., 2014). 

Ⅵ. 결론  토의

본 연구에서는 국의 니엄 세 를 상으로 소비자의 CET 가치와 자민족주의 고가 국내 

 외국 랜드 구매 행 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이를 해서 소비자 CET 가치

를 독단주의 CET와 애국심 CET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자민족주의 고의 효과

를 검증하기 해서, 가상 고를 제작하여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검증 결과, 우선, 소비자 CET 가치의 효과를 살펴보면, CET의 효과가 내국 랜드와 외국 랜

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내국 랜드에 해서는 독단주의와 애국심 CET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외국 랜드에 해서는 독단주의 CET는 향이 없었고, 애국심 CET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학문 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CET 가치가 내국과 외국 랜드에 따라 다소 향력이 달랐지만, 여 히 국 니엄 

세 의 랜드 선택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 은 계층의 소비자는 CET 

가치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는 Bi(2012)등, Raškovi (2016)등 그리고 Han(2017)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동시에, 의 결과는, CET가 국내 랜드의 구매에는 향을 미치나, 외국 랜드에는 큰 향

이 없다는 Winit(2014)등의 주장을 부분 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Winit(2014)등의 연구에서는 

애국심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CET가 외국 랜드 선택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CET가 국 소비자의 수입 랜드의 선호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He와 Wang(2015)의 결과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의 시사 으로, 의 결과에서, 상 으로 독단주의 CET가 국과 같은 개도국에서는 

외국 랜드 선택에 향이 없다는 이다. 이 결과는 경제  우월성이나 국민  우월감에서 비롯

된 독단주의  가치는 경제  발  수 이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Balabanis 

(2001)등과 Han과 Won(2016)의 주장을 간 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독단주의  

소비자들은 외국 제품에 해 이라는 Shoham(2006)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애국심 CET가 국과 같은 개도국에서 외국 랜드 선택에 향이 있다는 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 결과는 개도국이나 자국에 한 보호주의  정서가 강한 소비자 문화권의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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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ET가 애국  가치 성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Balabanis (2001)등과 Han과 

Won(2016)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은 동 연구에서 지 한 국가와 유

사한 특성을 보이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다른 결과는 자민족주의 고가 내국 랜드 선택에는 향이 없으나, 외국 랜드

에는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우선, 소비자의 외국 랜드 선택에 있어 선행 연

구에서 지 하는 소비자 가치와 함께, 마  요인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시사해주는 결과

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성 - 상황 논쟁”(Mischel, 1968: Epstein and O'Brien, 

1985)에서. 소비자의 특성이나 가치이외의 외부 요인도 소비자의 자민족주의 구매 행 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민족주의 고가 CET 가치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높게 나타나고, 그 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소  확증 편향(Hart et al., 2009; 

Sullivan, 2009)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자민족주의 고와 같은 마  자극의 효과에 한 분

석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자민족주의 마 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는 국 시장(Bi et al., 2012; Huang et al. 2010; Wang et al., 2013)에서 실한 것으

로 평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마  자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향을 

구체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 기업과 국 진출 외국 기업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는 마  시사 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국 기업에게, 자민족주의 고가 외국 랜드 구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을 수 있다는 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해당 국 랜드의 구매

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민족주의 마 을 수행할 때, 

해당 기업의 우수성과 국 기업으로서의 자부심도 요하지만,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애국심의 효과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 진출 외국 기업에도 본 연구 결과가 유익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상 으로 개

인주의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의 니엄 세 도 여 히 CET 가치와 자민족주의 마

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로벌 정체성은 소비자의 자민족주의 정서

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랜드 지화 는 지화된 커뮤니 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 기업의 자민족주의 마 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마 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규범  구매에 응하여 우수한 품질이나 랜드 가치를 강조하여 개인의 랜드에 한 신념이나 

태도에 의해 구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에 한 언 이 필요하다. 우선 표본의 한계가 지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인 상해가 따 지역에 비해 개방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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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 세 는 타 지역의 니엄 세 와 다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2개 제품군과 7

개 랜드만 연구 상으로 고려하 는데, 다른 제품과 랜드, 특히 자동차와 같은 가시성이 높은 

제품이나 화장품과 패션류와 같은 개인  소비 제품에서는 소비자의 자민족주의 행 가 다르게 나

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품이나 유학과 같은 서비스 상품과 련하여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확장성이 제한 일 것이다.

 다른 한계로서 지 되어야 할 은 자민족주의 정서는 조사 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지 되었듯이, 국민  정서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Bi et al., 2012; Wang et 

al., 2013).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내국 vs. 외국 랜드 선택에 있어, 물질주의(Wang et al., 

2013) 그리고 세계주의 가치(Cleveland et al., 2011)와 같은 요인들이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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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nsumer Ethnocentrism and 

Advertising on Brand Choice of Chinese Millenials

C. Min Han․Chen Guo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value of consumer 

ethnocentrism and ethnocentric advertising affect Chinese millennials in their choices 

for domestic and foreign brands. In predicting ethnocentric consumer behavior, past 

research has tended to focus on consumers’ ethnocentric beliefs and values rather 

than ethnocentric marketing stimuli.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on 220 

Chinese millennials, using fictitious advertisements. The study found that when the 

CET value was analyzed with dogmatism and patriotism CET, both CET valu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 purchase intentions for domestic brands; but for foreign 

brands, only patriotism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s. In add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ethnocentric advertising may not encourage purchases of domestic brands, but 

can discourage foreign brand purchases. However, the study found no evidence 

supporting confirmation bias (Sullivan, 2009) of ethnocentric advertising.

Key Words: consumer ethnocentrism, ethnocentric advertising, Chinese 

millennial, patriotism, measurement invariance, and multi-lev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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