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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였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개방된 미디어를 뜻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를 대체할만큼 위협적이며, 새로운 소통도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국가이미지가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수준이 국가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소셜미디어의 활용수준을 
활용량과 활용범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활용량은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정치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활용범위는 경제이미지, 

국민이미지, 정치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활용수준, 국가이미지, 구매의도

Abstract  The age of social network has arrived. Social media is the various online media for sharing of 
opinions and experiences and open for internet users’ participation. As the new communication tools, social 
media has been in the limelight, threatening the traditional media as alternative media. In globalization, country 
image is seen as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impact 
does the utilization of social media has on country image, and we conducted our analysis in two aspects of 
social media utilization, usage volume and usage diversity. In addition, we examined the impact of factors that 
form the country image on purchase intention.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media usage volume positively 
affects country image, people image, political image and media usage diversity has significant effects on 
economical image, people image and political image.

Key Words : Social Media Utilization, Usage Volume, Usage Diversity, Country Image, Purchase Intention

*충북대학교 강사(제1저자)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전남지역산업평가단 책임연구원
***Kunm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1월 24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20일, 확정일: 2013년 3월 20일

1. 서론

변하는 경  환경하에서 기업들은 변화에 빠르게 

응을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

존에 있어 핵심 인 요소로써 작용을 하고 있다. 정보통

신 기술의 발 과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그 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고, 국경이 없는 총성을 벌이고 있는 시

에서 국가의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 은 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이미지가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

품에 한 반 인 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산 제품에 한 이미지는 가격은 싸지만, 품질

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에 한 논쟁이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이 되

면서 다국  기업들이 앞 다투어 국에 생산기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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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으며, 재는 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이미지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이미지에 한 연

구는 Schooler(1965)에 의해 최 로 연구가 시작되었으

며[42] 특히, 국제 경 과 마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1988년까지의 기존 연구 결과를 요

약한 Al-Sulaiti and Baker(1998)의 연구에서도 분석 

상이 된 99개의 기존 연구  개발도상국 표본은 7개이

며, 그 에서도 국을 상으로 한 연구는 1개 밖에 없

었다[14]. 국가이미지에 한 연구는 원산지 효과 측면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특정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미

지에 의해 제품 평가가 달라진다는 연구로 발 되고 있

다[37, 52]. 

소셜미디어가 세계 으로 화두가 되는 것은 단순하

면서도 즉시성이 강하고 효과가 큰 커뮤니 이션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트 터로 

변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기존의 웹

상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노드가 되어 상호 의존

인 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계구조를 말한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

유하고 참여하기 해 개방화된 미디어를 의미하며, 기

존의 미디어를 체할 만한 가공할 력을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소셜 네트워킹이 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  작용이 확 될 것이

다. Smith(1973)는 다수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채

을 이용하여 국가이미지의 형성에 향을 다고 주장을 

하 다. 매스미디어가 국가이미지 형성에 향을 주듯이 

소셜미디어가 국가이미지 형성에 향을  것으로 보이

며, 소셜미디어의 반 인 활용수 이 국가이미지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셜미디어가 국가이

미지에 미치는 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물론 소셜미디어는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

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의 유통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류로 인해 이미

지에 큰 소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잘 활

용하고 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가 사회 

경제 반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큰 향

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오마바 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당선이 된 이후 세계에서 정치 으로 많

은 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 다. 이제 소셜미디어는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도 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의 요성은 시 가 변화

하여도 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국가이미지는 일종의 

편견으로서 소비자들이 비교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

다. 둘째, 소비자들이 외국의 제품을 구매할 때 모든 제품

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이미지에 한 

정보가 리 인 역할을 하게 된다[8]. 다시 말하면, 소비

자들이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국가

이미지가 후 효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미지에 한 연구들은 부분 국가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국민, 경제, 사회, 정

치, 제품이미지 등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국

가이미지가 제품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이 국

가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이 국가이미지, 정치이미지, 경제이미지, 국민이미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것이며, 제품의 구

매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하여 조사

를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미디어

일반 으로 소셜미디어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 

는 경험이나 을 서로 공유하기 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활용하는 온라인 랫폼을 의미한다. 

크리스 치 리가 2004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이미지, 

오디오, 동 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표 인 

소셜미디어로는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

크, 팟 스트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셜미디어에 

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사회  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

으로 확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지식, 경험 등을 서

로 공유하기 해 사용하는 방향  온라인 도구와 

랫폼을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와 국가이미지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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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병희와 한상필(2011)은 몰입도와 

SNS 이용여부에 따른 의제 설정과 소셜 존스의 상

호작용 효과를 분석하 으며[2], Li Guozhong과 박성택

(2012)은 국가이미지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추가 인 변수로 선정하여 분

석하 고,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문 주와 정철호(2011)

는 소셜미디어의 이용동기가 농 체험마을의 만족과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소셜미

디어의 이용동기가 만족과 재방문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4].

2.2 국가이미지

일반 으로 국가이미지란 어떤 국가 는 그 나라 국

민들에 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  묘사라고 

할 수 있다[24]. 국가이미지는 국가라는 차원을 반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통용되는 특정한 나라에 

한 이미지를 의미한다. 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한 객 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

에서 사 에 인식하고 있는 국가에 한 평가가 국가이

미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28]. 국가이미지에 한 선행

연구는 <표 1>에 제시하 다. Kelman(1965)은 국가이미

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 심리 , 문화  유

사성 등을 제시하 으며, Wang(1978)은 제품, 국가 특성, 

경제, 정치, 역사, 통 등이 국가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 다. 

<표 1> 국가이미지 선행연구
연구자 요인

Kelman 

(1965)

사회 , 심리 , 문화  유사성, 국제   이벤

트, 외국인과의  정도, 해외여행의 정도

Smith

(1973)

해당국가 사람들과의 직 인 , 문헌과 

매체의 도, 특정국가의 외정책, 주변

인들의 향

Wang

(1978)

재품, 국가특성, 경제 환경, 정치 환경, 역사, 

통

Martin & 

Eroglu

(1993)

정치 , 경제 , 기술  차원

신호창외

(2001)

계  통로, 개인    경험   통로, 텍스트  

통로

(TV, 라디오, 신문, 매체  인터넷)

김상우․장

혜(2011)

국민이미지, 제품이미지, 문화이미지, 국가

친숙성

이외에도 이제홍(2011)은 국가이미지 결정요인을 사

회안정성 이미지, 산업화 수  이미지, 미국 국민성 이미

지, 경제  이미지, 정치  이미지, 문화  이미지로 구분

하여 분석을 하 다[9]. 

Kaynak & Kucukenmiroglu(1992)는 국가이미지 요소

를 크게 사회 , 문화 , 경제 , 정치  속성 등의 인지

 요소와 국가나 국민, 제품에 한 , 연상, 과거경

험 등을 통한 구매자의 태도  감정으로 형성되는 감정

인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 다[25]. Nagashima(1970)는 

특정한 국가 제품에 해 소비자가 제품에 붙이는 연상, 

명성, 편견으로 이러한 국가이미지는 제품에 한 표 , 

국가의 특성, 경제  배경, 정치  배경, 역사, 통이라

는 변수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으로 원산지에 한 이미

지를 정의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가이미지는 미시  차원인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 반 인 평가로 정의하

고자 한다. 한 경제이미지는 국가의 경제에 한 지각

된 평가, 국민이미지는 국가의 국민에 한 감정 인 평

가, 정치이미지는 국가에 한 정치 인 환경에 한 평

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2.3 활용수준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이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과 빈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소셜미

디어를 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높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 할 수 있으며, 결국 정보의 활용도 높

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면, 페이스북을 하루

에 1시간 사용하는 사람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 활용의 범 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강

동원(2008)은 자상거래 활용수 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는데, 활용수 을 활용량과 활용

범 로 나 어 그 향정도를 살펴보았다[1]. Massetti & 

Zmud(1996)는 EDI의 측정에 해서 거래량, 거래의 다

양성, 폭, 심도 등의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 으며[31], 

박 철(1998)의 연구에서는 이용수 을 이용량과 이용범

로 구분하 다[5]. 이석인(2001)은 EDI의 이용수 을 

EDI 이용량, EDI 정보의 질, 표 화 정도로 측정하 으

며[7], 병호외(2006)은 소기업의 자상거래 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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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량과 활용범 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10]. 

2.4 구매의도

Engel et al.(1990)에 의하면, 구매의도는 소비행동에 

한 측 요인으로써 매우 요하고 한 실제로 행동

에 나서는 신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의 마  담당자에게 있어 

좋을 것이라고 하 다[21]. 소비자는 어떤 제품의 구매여

부를 결정할 때 제품 자체에 한 태도보다는 제품을 구

매하려는 구매의도가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수경과 신철호(2010)은 국가이미지가 제품의 구매 태

도에 미치는 향을 랜드 원산지를 조 효과로 분석을 

하 다[11]. 그 결과 랜드 원산지에 한 고 여 집단

의 경우는 후 효과로써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여 집단의 경우는 미치는 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국가이미지 는 원산지가 상품의 질, 가치, 

인지된 험성에 한 평가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16, 19, 50].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 국가이미지, 

정치이미지, 국민이미지, 경제이미지, 구매의도와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 로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인 활용량과 활용범 를 

변수로 추가하여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량과 

활용범 로 설정하 다. 강동원(2008)은 자상거래 활

용수 을 활용량과 활용범 로 나 어 그 향정도를 살

펴보았으며, Massetti & Zmud(1996)는 EDI의 측정에 

해서 거래량, 거래의 다양성 등을 활용하 으며, 박 철

(1998)은 이용수 을 이용량과 이용범 로 구분하 다. 

한 이석인(2001)은 EDI의 이용수 을 이용량, 정보

의 질, 표 화 정도로 측정하 으며, 병호외(2006)는 

자상거래 활용수 을 활용량과 활용범 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이들 연구들은 자상거래의 활용수 을 공

통 으로 활용하 다. 매스미디어가 국가이미지 형성에 

향을 주듯이, 소셜미디어의 반 인 활용수 이 국가

이미지와 구매의도의 형성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연구모형의 요약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셜미

디어의 활용수 인 활용량과 활용범 가 국가이미지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1: 소셜미디어 활용량은 해당 국가의 경제이미

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소셜미디어 활용량은 해당 국가의 국가이미

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소셜미디어 활용량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미

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소셜미디어 활용량은 해당 국가의 정치이미

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소셜미디어 활용범 는 해당 국가의 경제이

미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소셜미디어 활용범 는 해당 국가의 국가이

미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소셜미디어 활용범 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미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소셜미디어 활용범 는 해당 국가의 정치이

미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Stock(2009)은 소비자들이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평

가할 때 해당 국가의 제품의 구매 경험 외에도 해당 국가 

사람들과의 소통  교제, 음악, 화, 방송 등의 미디어 

매체, 올림픽, 월드컵, 화제 등의 국가 인 이벤트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 해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다[45]. 즉, 해당 국가와 련된 여러 가지 직 , 간 인 

경험은 해당 국가에 한 친숙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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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미지에 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다. 김

상우와 장 혜(2011)의 연구에서는 국가이미지가 제품의 

구매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이미지

를 국민이미지, 제품이미지, 문화이미지의 3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여 근하 다. 홍란(2010)의 연구에서는 국가

이미지를 정치, 경제, 문화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12]. Engel 

et al.(1990)에 의하면 구매의도는 소비행동에 한 측 

요인이므로 매우 요하고 실제 행동을 하는 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매의도에 한 신뢰는 마  담당자

에게 효과 인 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정

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가간의 장벽이 서서히 무

지고 있고, 한 국가의 이미지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

는 제품의 이미지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SNS

가 등장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있으

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 에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경

제이미지, 국민이미지, 정치이미지와 국가이미지가 구매

의도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경제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품의 구매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국가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품의 구매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국민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품의 구매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정치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품의 구매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활용

하고 있는 20  국내 학생들이며, 국에 한 국가이

미지와 구매의도를 측정하 다. 2011년 11월에 2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205부를 회수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3.2.2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Dennis 등(2008)의 연구[20]를 근거 하

여 설문문항을 개발 하 다. 

<표 2> 구성개념, 설문문항, 출처
구성

개념
설문문항 선행연구

경제 

이미지

특정 국가의 경제

에 한 지각된 평

가

Parameswaran

&   Yapak(1987)

Klein et   al.(1987)

국가 

이미지

특정 국가에 한 

반  감정  평

가의 정도

Pereira 등(2005)

Roth & 

Diamantopoulos(2009)

국민 

이미지

특정 국가의 국민

에 한 감정  평

가

Parameswaran

& Pisharodi(1994)

Pereira 등(2005)

Nadeau 등(2008)

정치 

이미지

특정 국가에 한 

반  정치  환

경에 한 평가

Parameswaran

&   Yapak(1987)

Klein et   al.(1987)

구매 

의도

특정 국가산 제품

의 구매고려, 추천

의도  구매의지 

정도

Manrai 등(1998)

Pappu 등(2006)

Veale & Qester(2009)

활

용 

수

활용

량

소셜미디어의 일

평균 사용 시간  

빈도

Massetti &   Zmud(1996), 

Proscott & slyke(1997)

병호외(2006)

활용 

범

소셜미디어를 통

해 정보검색  정

보의 활용도

Proscott &   slyke(1997)

이석인(1998), 병호외

(2006)

그리고 설문지의 타당성을 개선하기 하여 소셜미디

어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20-30  학생  학

원생들을 상으로 리 테스트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에 사용한 구성개념과 설문문항은 <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 및 가설의 검증

4.1 자료 분석

연구모델의 검증은 Smart PLS 2.0을 이용하 다. 

PLS는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에 한 요구 사항이 비교

 엄격하지 않고[17], 이론  구조모형에 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54], 측정

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계가 조형지표인 모델을 분석할 

수 있고, 철 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론개발의 기단계

에 합한 방식이다[48].

4.2 측정모형의 분석

PLS 분석에서는 측정문항과 구성개념에 해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요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을 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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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

문항

집 타당성 내 일 성 별타당성

요인

재값
t-값

복합

신뢰도
AVE

경제

이미지
구매의도

국가

이미지

국민

이미지

정치

이미지
활용량

활용

범

경제

이미지

경제

이미지1
0.839 12.825

0.847 0.734 0.857
경제

이미지2
0.874 20.577

구매

의도

구매

의도1
0.900 39.985 

0.942 0.844 0.235 0.919
구매

의도2
0.922 44.940 

구매

의도3
0.934 73.889 

국가

이미지

국가이미

지1
0.892 46.421 

0.941 0.800 0.246 0.389 0.894

국가이미

지2
0.926 58.013 

국가이미

지3
0.929 80.394 

국가이미

지4
0.828 24.362 

국민

이미지

국민이미

지1
0.842 18.372 

0.896 0.685 0.314 0.390 0.742 0.827

국민이미

지2
0.692 7.275 

국민이미

지3
0.883 43.253 

국민이미

지4
0.878 33.977 

정치

이미지

정치이미

지1
0.871 29.471 

0.881 0.713 0.244 0.342 0.289 0.403 0.844
정치이미

지2
0.881 29.350 

정치이미

지3
0.778 12.324 

활용량
활용량1 0.679 2.258 

0.776 0.638 0.009 -0.107 -0.126 -0.078 -0.107 0.799  
활용량2 0.903 3.337 

활용

범

활용

범 1
0.911 9.933 

0.840 0.725 0.262 0.022 0.034 0.128 0.092 0.493 0.852
활용

범 2
0.787 4.685 

<표 3> 집중타당성,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

성개념에 재된 요인값과 그 t-값으로 분석하 다. 측정 

문항의 요인 재량은 0.7이상을 권장하는데[22], 본 연구

에서는 20개의 측정문항 에서 두 문항(국민이미지

2=0.692과 활용량1=0.679)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0.7이상

이어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재량의 t-값은 모

두 1.96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수  5%에서 모두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nell과 Larcker(1981)의 복합신뢰도

를 이용하여 측정 문항의 내 일 성을 검증하 다[22]. 

결과에 따르면 복합신뢰도는 Nunnally(1987), Thompson 

등(1995), Werts 등(1974)이 제시한 기 치 0.7이상으로 

나타났다[34, 49, 53]. 그리고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은 Fornell과 Larcker(1981), Chin(1998)등이 

제시한 기 치 0.5이상으로 나타났다[18, 17]. 이상의 결

론은 종합 으로 볼 때, 본 모델은 높은 수 에서 집 타

당성과 내 일 성이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PLS 분석에서는 측정 타당성 검증에 탐색  요인분석

보다는 확인  요인분석을 요구한다[23]. 확인  요인분

석에서는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량 0.7이상을 유구하

고 [44], 그 요인 재량은 이외의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량보다 커야하는데[12, 23, 44], 분석결과, 본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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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 다(표3의 CFA값 참조). 별타당성은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의 각석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보다 큰가의 여부로 

검증되는데 [22], 분석결과, AVE의 제곱근 값  가장 작

은 값 0.799이 가장 큰 상 계수 0.742보다 상회하 다. 

따라서 본 모델의 구성개념은 별타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모델에 사용된 구성개

념과 측정문항에 한 집 타당성, 내 일 성, 그리고 

별타당성은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4.3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한 검증결과는 PLS 구조모형

(structural or inner model)의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되었

으며,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는 부스트랩

(bootstrap)기법을 사용하 다. 부스트랩기법은 표본자

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

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다[46, 47]. PLS 경로모형의 구조모형에 한 평균 인 

합도 평가는 Cohen(1998)의 기 을 따라 R²값을 상

(0.26이상), (0.13이상～0.26미만), 하(0.02이상～0.13미

만)로 구분하여 내생변수별 경로모형의 합도를 단한

다[18]. 

분석결과 모든 내생변수에서 R²값은 하(0.02이상～

0.13미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의 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LS 경로모형의 합도(Goodness-of-fit)

는 Tenenhaus, Vinzi, Chartelin & Lauro(2005)가 제시하

는데, 모든 내생변수의 R²값의 평균값과 공통성의 평

균값을 곱한 후 이를 제곱근한 값으로 평가한다고 정의

하 다[46]. 한 그 값의 크기에 따라 상(0.36이상), 

(0.25이상～0.36미만), 하(0.1이상～0.25미만)로 수 을 

정하 고, 최소 0.1이상으로 기 을 제시하여 체 모형

의 합도를 단할 수 있는 기 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R²값의 평균값은 0.084이고 공통성의 

평균값은 0.734, 두값의 곱이 0.06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0.062의 제곱근은 0.25로 나타나 체 합도는 기

치에 만족하는 것을 단한다. 

4.4 가설검증 및 결과 논의

PLS 본석을 통해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

증하 다. 이를 해 체표본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에 

한 경로계수를 구하고, PLS에서 제공하는 부스트랩 방

식을 이용하여 경로계수의 t값을 산출하 다. <표 4>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량이 경제이미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158, t값

은 1.347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1-1을 기각 하 다. 한국

의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량이 많을(높을)수록 

국의 경제이미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경제에서 커다란 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의 질, 즉 경쟁력, 기술력 등에서는 여

히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 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많을수록 많은 소통을 

하게 되어 해당 국가의 반 인 이미지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량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189, t값

은 1.729로 유의하여 가설 1-2를 채택 하 다. 소셜미디

어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국의 국가이미지에 해 부정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나라가 지리

으로 매우 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마찰과 모순들

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두 나라 국민들 간의 감정들로 인

해 국에 해 부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를 들면, 국의 반한 감정, 고구려 역사에 한 

분쟁,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싼 사건들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향에 힘입어 부정 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량이 국민이미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186, 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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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02로 유의하여 가설 1-3을 채택 하 다. 이런 결과

는 한국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국

의 국민이미지에 해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두 나라간의 

정치 체제나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민족주의 인 모순을 

부채질을 하고 그 결과 국민이미지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량이 정치이미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201, t값은 

1.892로 유의하여 가설 1-4를 채택 하 다. 이 결과는 한

국의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국의 

정치에 해 부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

을 하지 않거나 게 사용하는 사용자들 보다 정치에 

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은 경제 국, 문화 

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나라로 

더 잘 알려져 있음으로 인해 국에 한 국민이지미가 

부정 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PLS경로 분석 및 집단간 비교결과
연구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결과

가설1-1
활용량

-> 경제이미지
-0.158 1.347 기각

가설1-2
활용량

-> 국가이미지
-0.189 1.729 채택

가설1-3
활용량

-> 국민이미지
-0.186 1.802 채택

가설2-4
활용량

-> 정치이미지
-0.201 1.892 채택

가설2-1
활용범

-> 경제이미지
0.34 3.464 채택

가설2-2
활용범

-> 국가이미지
0.127 1.468 기각

가설2-3
활용범

-> 국민이미지
0.22 2.573 채택

가설2-4
활용범

-> 정치이미지
0.191 1.773 채택

가설3
경제이미지

-> 구매의도
0.095 1.232 기각

가설4
국가이미지

-> 구매의도
0.224 1.84 채택

가설5
국민이미지

-> 구매의도
0.109 0.985 기각

가설6
정치이미지

-> 구매의도
0.21 2.306 채택

다섯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범 는 경제이미

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24, t

값은 3.464로 유의하여 가설 2-1을 채택 하 다. 소셜미

디어의 활용범 가 넓을수록 이용자들이 자신의 심 분

야의 지식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그러나 국 경제에 한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국의 경제이미지를 부정 으로 보는 것이 아니

며 오히려 국의 경제의 미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여섯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범 는 국가이미

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127, 

t값은 1.468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2를 기각 하 다. 소

셜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국에 한 

반 인 국가이미지 형성과 국에 한 좋은 감정 형

성에 정 인 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범 는 국민이미

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0.22, t

값은 2.573로 유의하여 가설 2-3을 채택 하 다. 소셜미

디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국가에 

해 더욱 다양한 에서 근을 하게 되고 그 나라의 다

양한 문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 국가에 

한 국민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덟째, 소셜미디어 활용수 의 활용범 는 정치이미

지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191, 

t값은 1.773로 유의하여 가설 2-4를 채택 하 다. 소셜미

디어를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활용

하는 것이 특정한 사실에 해 더욱 객 인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해 다.  

아홉째, 경제이미지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 값

은 0.095, t 값은 1.232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3을 기각하

다. 국은 지난 10여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이

미 세계 2  경제 국이 되었다. 그러나 큰 경제규모에

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의 이미지는 여 히 가, 낮은 

품질 등 부정 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 으로 국의 경제이미지는 국의 경제 규모

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소셜미디어 사용

자가 늘어나면서 국에 한 부정 인 인식도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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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국가이미지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224, t값은 1.84로 유의

하여 가설4를 채택하 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특정한 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로벌 회사들이 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IT  가  분야에서 국의 성장세가 두

드러지고 있고 품질 한 좋아지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 특정한 나라에 한 반 인 국가이미지의 

형성은 특정 국가의 제품 구매에 정 인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열한번째, 국민이미지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경

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109, t값은 0.985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5를 기각하 다. 최근 국과 한국은 

역사에 한 논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의 

국민들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감정이 상하게 되어 특정 국가에 

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국에 한 감정을 떠나 국산 제품의 구매 여

부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국가에 한 감정이 있더라도 자신이 해당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만족을 하게 되면 특정 국가의 제품에 상

없이 구매를 하는 최근의 소비 트 드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열두번째, 정치이미지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경

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β값은 0.21, t값은 2.306로 유

의하여 가설6을 채택 하 다. 한국과 국은 체제가 다르

고 양국간의 외교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한 최

근에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등으로 인해 국의 체제에 

한 비  여론이 생성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로 들면,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정치 인 행동은 한국을 분노하

게 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을 일어

나고, 결국에는 해당 국가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다. 즉 해당 국가의 정치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인터넷 기반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동 상을 생산·공

유하는 유튜 에 이어 모바일에서 활용이 돋보이는 트

터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매스미디어 

심의 소통 략에 일  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

디어란 일반인이 주도하는 개방 이고 서로 소통이 가능

한 매체이며, 이미 은층은 물론 장년층까지 두루 사

용하고 있다. 

로벌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를 마 은 물론, 연구

개발, 임직원 소통 등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에서는 기업 심으로 활용 범 가 확산되고 있는 상

황이다. 한 선진국들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해 국

가의 랜드화는 물론 국가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을 활용량과 활

용범 로 나 어서 국가이미지, 정치이미지, 경제이미지, 

국민이미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알아보

았다. 한 국가이미지, 국가이미지, 정치이미지, 경제이

미지, 국민이미지와 구매의도간의 인과 계에 해서도 

분석을 해보았다. 

국가이미지와 정치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이미지와 국민이미지는 

구매의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의 활용량은 국가이미지, 국민이지미, 정치

이미지에는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

용범 는 경제이미지, 국민이미지, 정치이미지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용량은 모두 부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소셜미디

어의 활용량이 많으면, 정보에 한 필터링을 할 수가 없

어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

로 단된다. 그러나 활용범 의 경우는 모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

를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필터링이 가능하다. 한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았으나, PLS의 경로계수 값의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의 활용량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셜미디어의 활용범 가 구매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시 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면서 개인이나 

기업 뿐만이 아닌 국가에서도 소셜미디어를 다각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해서는 소셜미디어를 극

으로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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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이 국가이미지와 구

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국내외 으로 처음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술  연구에 있어 소셜미

디어의 활용수 과 국가이미지, 구매의도 분야의 연구수

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 하며, 실무 으로는 소셜

미디어의 활용수 에 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한 국가이미지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

의 구매의도에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등도 국가이

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데 실무 지침으로 

활용 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다수의 구성개념이 2개의 변

수로 측정되어 측정이론의 측면에서는 한계 을 가진다. 

이에 구성개념의 변수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본이 20  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이다. 

재 소셜미디어를 극 으로 활용하는 사용자가 20-30

인 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연령층의 표본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야 한다. 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수  외에도 소셜미디

어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여 추가 인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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