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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inese fashion market is a fierce battlefield for foreign brands and domestic brands. This research

carefully analyzed several effects based on theories related to the country of origin for brands and consu-

mer attitudes. All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Chinese consumers who have expe-

rienced global fashion brand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March 2011. A total of 382 complete res-

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r Chinese brands, there was a direct

consumer ethnocentrism (CET) effect on brand attitudes. Second, CET showed no effect for European brands;

however, conspicuous consump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Third, there existed direct effects

of CET and economic animosity on brand attitudes for brands from an unfriendly country. There was a po-

sitive moderating effect of conspicuous consump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CET and Japanese brand

attitudes; in addition, a negative situation perception aggrav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imosity and Japanese brand attitud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help marketers obtain more specific

knowledge of brand attitudes for target consumer groups as well as enable them to plan and implement well-

suited strategies for fashion business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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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션 산업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무역 장

벽이 낮아지고 원산지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브랜드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품질과 마케팅

능력 면에서 우위를 지닌 글로벌 브랜드가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오랫동안 폐쇄된 시장이었던 중국은 개방과

함께 국내 시장 진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브랜드들은 ‘타국’ 제품에 대한 소비

자들의 비선호적인 브랜드 태도에 대해 지속적인 염려

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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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은 주로 외국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이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소비

자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인한다(Shimp & Sharma, 1987).

또한, 중국은 긴 역사를 통해 인접한 나라와 수많은

마찰을 겪어왔다. 이러한 마찰에 의해 생겨난 서로에 대

한 혐오를 적대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적대감은 상대

국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Huang, 2004).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적대감에 의한 불매운동 사건은 “댜

오위다오(중국명: 釣魚島)/센카쿠열도(일본명: 尖角列島)

영유권 분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일부 우익단체

중심인 일본의 반(反)중국 시위와 달리, 같은 시기에 중

국에서 벌어진 반(反)일본 시위는 수만 명의 20~30대 젊

은 대학생과 회사원이 주도하고 일본 백화점과 매장을

공격하는 등 ‘정부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양상까지 보

였다. 중국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참가

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본 브랜드 유니클

로(Uniqulo)의 간판을 불사르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사건

도 발생하였다(Han, 2012).

지금까지 중국 불매운동의 적대국 브랜드 목표물은 대

부분 반도체, 자동차 등 제품에만 그쳤으나 최근의 반일

적대감은 일본산 패션 브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만큼 해외 패션 영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패션 영역에서의 적대감과 자민

족중심주의의 연구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중국

브랜드와 글로벌한 유럽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일본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Sumner(1906)은 자민족중심주의를 개인이 자기 집단

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고,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믿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준거하여 측

정되고 평가되는 것이라 정의 내렸다. Shimp and Shar-

ma(1987)는 자민족중심주의를 소비 상황에 적용하여 ‘외

국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혹은 도덕성과 관

련하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소비자 자

민족중심주의(Consumer Ethnocentrism, CET로 표시)를

제안하였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는 자국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구분하고 민족주의적인 원인

으로 외국 제품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을 말한다.

Shimp and Sharma(1987)는 외국 상품 구매에 대한 적

절성, 도덕성에 관한 신념을 토대로 자민족중심주의 척

도 개발을 처음으로 내세워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타

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17개의 측정문항(CETSCALE:

Consumers' Ethnocentric Tendencies Scale)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성향을 조사한 결과 자민족중심주의적 성

향이 강한 소비자의 경우, 외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 제품에 대한 강한 구매의도를

표시하였다.

한국인 대상으로 진행한 Ahn and Lee(1997) 연구에서

는 해외 패션 브랜드와 자국 패션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

어서 해외 패션보다 자국 패션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자민족중심주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Kim(2000)의 논문에서는 외국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 형성에서는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Ko(2005)의 연구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의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자민

족중심주의를 연관시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해주

었다.

중국인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uang

(2004)의 연구는 중국 대륙과 대만의 소비자를 나눠서 연

구를 진행하였는데 두 지역 소비자 간 자민족중심주의

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일본 전자제품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Zhang(2009)은 자민족중

심주의가 클수록 해외 브랜드 휴대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고 Wang(2009)은 중국의 하얼빈, 서

안, 제남, 광주를 중심으로 자민족중심주의의 지역별 차

이를 검증하였다. 그 외 Lee(2010)의 논문에서는 오히려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소비자 적대감

적대감(animosity)은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이전에 일

어난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사건에 관련된 반감

(antipathy)을 가리킨다(Klein et al., 1998). 이는 대상에 대

한 분노의 감정을 말하며 스스로 느끼게 되는 반감이다.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의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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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Klein et al.(1998)은 소비자들

의 외국에 대한 적대감을 전쟁적 적대감과 경제적 적대

감으로 구별하였고 그 후 많은 연구에서도 적대감의 구

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Klein et al.(1998)은 적대감이라

는 이론적 구조의 기초를 세우고, 소비자 자민족중심주

의와의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적대감이 외국 제

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계속된

연구를 통해, 적대감 연구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다양한

국가와 제품 맥락에서 이미 검증된 바가 있다.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만든 제품의 구매를 피하고, 오

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프랑스가 서태평양에

서 핵실험을 한 것을 비난하여 프랑스 제품의 불매운동

을 하였다(Lee, 2001). Wu(2004)는 중국 소비자의 한국

에 대한 적대감을 관찰하였는데 한국산 제품의 구매의

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소비

자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클수록 일본 기업에 인수된

중국 제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Fong et al.,

2010). Kim(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가 일본

에 대한 적대감과 자민족중심주의는 긍정적인 상관관

계를 가지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클수록 일본 휴대폰

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권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인접 나라에 대

한 침략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략 과거에서

품게 되는 적대감은 세월 속에서 점점 묻혀지기도 하지

만, 또 다른 개념의 적대감(경제)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오래된 역사적 모순을 지닌 일

본을 적대국으로 지목하고 일본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적대감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

라 현재의 국가 간 적대적 관계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경

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쟁적 적대감과 경제적 적

대감을 구별하여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상황인식

Lee(2009)는 상황(Situation)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순

간에 어떤 효과를 개체에서 주는 자극의 총체 또는 환경

적 조건이라고 정의 내렸다. 개개인이 사회환경에 대한

지각은 상황적 자극을 토대로 한 심리적 속성에서 온다

(Murray, 1938). 이러한 상황적 자극은 개인에게 서로 다

른 상황인식을 가져다주는데 그 차이가 천차만별인 원

인을 개인의 성격과 성별에 기인하였다(Sherman et al.,

2013). 우리는 매일 서로 다른 순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자극은 기존에 갖고 있는 감정을 좌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얘기한 소비자의 적대감도 순간적인 상황의 영

향을 받아 기존의 적대감의 정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적대감정을 느끼

는 적대국과 자국 간 현재의 관계 상황을 순간적인 상

황으로 응용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 상황은 긍정적 및 부정적 상

황으로 나뉠 수 있다.

두 국가 간의 긍정적 상황은 국가 간 우호적인 연맹,

경제적 지원 등의 사회적 이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 관련 뉴스 및 이슈들에서

“우호적인 연맹을 맺은 일본; 사천성 지진 시 경제적 지

원의 손길을 보내준 일본; 천재지변 사태에 처한 일본;

침략 과거를 반성하는 일본” 등 긍정적인 내용들을 추출

하여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소비자의 긍정

적인 상황인식에 대한 정도를 살피고 조절역할을 알아

본다.

반면, 부정적 상황은 갑작스런 영토권 침범, 정치적 간

섭, 역사왜곡 등의 사건에 의해 야기된 긴장 상황이 해

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관련 이슈들에서 “영토권 침

범하려는 일본; 정치적 경제적으로 간섭하려는 일본; 중

국 비하 발언하는 일본;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하는 일본” 등 부정적인 내용들

을 추출하여 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부

정적인 상황인식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두 국가 간 일시적 상황에 의해 선재하는 적대

감이 적대국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

로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인식에 따라 적대감이 상

대국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지, 혹은 긍정적 상황인식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대한

적대감의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지 규

명코자 한다.

4. 과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란 자신의 부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소비

행동을 가리킨다. 이는 지위상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구

매할 수 있는 능력을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욕구에 의해

자극 받아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Mason, 2008).

과시적 소비 성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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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부와 관련된 능력의 외적 표현의 한 가지 방법

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의 과시적 소비는 소

비자가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 미적 감각 등의 우월함

을 타인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의복을 구매하고 소비하

는 상징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Yang, 2010).

과시적 소비는 사회의 모든 계층 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고가의 브랜드 또는 외제품을 구입하여 제품, 서

비스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려는 욕

구를 지니고 있다. 비록 자력을 넘는 것이라도 훌륭한

제품을 소비하여 이웃이나 동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소비 형태는 매 순간마다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며 사고자 하는 브랜드의 국적에 관

계 없이 오히려 외국 제품을 더욱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

다.

과시적 소비 성향은 명품 브랜드나 글로벌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폴란드 소

비자들은 자국의 제품에 비해 외국 제품이 더욱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지위를 지닌다고 판단하며, 소비자 자

민족중심주의와 과시적 소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게 되었다(Marcoux et al., 1997). 한국 소비자들의 과

시적 소비가 클수록 자민족중심주의의 경향이 일본 제

품 불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나 과시적 소비

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Ko, 2005). 중국 소비자들도

명품을 선택 시 자신을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글로벌 브

랜드를 선택하여 타인의 부러움을 자극하고 싶은 심리

를 지니고 있다(Zhang & Wang, 2010). 이들 모두 과시

적 소비 성향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브랜드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

과시적 소비가 높은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나 적

대국 브랜드일지라도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으면 소

비를 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조절변수로 투입할 가치가 있다. 이처럼 과시적 소비는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브랜드 태도에 대한 영향에

큰 조절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며 본 연구에

서 중국 소비자 자료를 이용해 실증하고자 한다.

5. 브랜드 태도

브랜드 태도란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

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의되며,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관

련하여 취하는 행동이나 선택의 기준이다(Keller, 1993).

이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기도 하다(Ajzen &

Fishbein, 1990). 이처럼 브랜드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

며 지속적인 경향으로서, 브랜드 선택과 같은 소비자 행

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품이나 브랜드의 국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국

과 외국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게 조사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Wang and Heitmeyer(2006)에서는 자국

제품과 미국 제품에 대한 대만 소비자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Lee et al.(2008)에서는 자국 브랜드와 미국

브랜드에 대한 멕시코 소비자, 한국 소비자, 일본 소비

자 각각을 비교 분석하였다. Kumar et al.(2009)에서는

인도 소비자의 자국 브랜드와 미국 브랜드에 대한 태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Delong et al.(2004)에서는 중국 소

비자가 지각하는 자국 브랜드 태도와 미국 브랜드 태도

를 비교하였다.

또한, Jeong and Xiao(2008)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

자의 자민족중심주의가 클수록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Batra et al.

(2000)에서도 인도 소비자가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태도변수를 사용

하였는데,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상 브랜드 태

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브랜드 태도를 결

정변수로 제안하였다. 중국, 유럽, 일본의 브랜드에 대

해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적대감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 알아보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적대

감이 패션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

로 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중국, 유럽, 일

본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다.

연구문제 2. 과시적 소비 성향에 따라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가 중국, 유럽, 일본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 밝힌다.

연구문제 3. 소비자 적대감이 일본 브랜드 태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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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4. 자국과 적대국 간 상황에 대한 긍정적

상황인식과 부정적 상황인식은 소비자

적대감이 일본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하는지 밝힌다.

2. 조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중국 내에서 소득 순으로 상위 세 개 도시

인 북경(정치 중심), 상해(경제 중심), 광주 지역에 거주

하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한달 동안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북경, 상

해 두 지역만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넓

은 국토와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 화북지역과 화중지역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남지역

의 중심도시인 광주를 추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범

위를 넓히고자 한다.

중국의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 세력인 소비층은 70년

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의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가장 소비력 있는 집단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모두 382부의 설문지

가 수거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응답자를 브랜드에 대한 기본 정

보에 노출시킨 후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였다. 브랜드가 소속

되는 국적과 적대감 유무에 근거하여 상황을 조작하여

자국 브랜드인 중국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인 유럽 브

랜드, 적대감정을 지닌 국가인 일본 브랜드 등 세 가지

브랜드를 구성하였다.

가상의 브랜드 이름 ‘A, B, C’를 사용하여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 효과를 통제하였다. 실

제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브랜드에 대

해 가지고 있던 개인의 경험과 인식 및 태도의 차이가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도입 전에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응답자들에

게 미리 제시하였다.

“A(B/C) 브랜드는 유럽(중국/일본)에서 시작한 유럽

(중국/일본) 브랜드로서 유명한 글로벌(중국/일본) 패션

브랜드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비교

적 대중적입니다. 이 브랜드는 남녀 포함한 다양한 연령

층에 맞춰져, 의복 종류가 많으며 중국 내에 많은 점포

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복을 사려고 계획한 당신은 오늘

A(B/C) 브랜드를 방문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설문지를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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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이

미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연구는 오로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측정항목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목적에 따

라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는 Shimp and Sharma(1987)에

의해 개발된 CETSCALE 중 6항목을 추출하여 사용했

으며, 적대감은 Lee(2010)과 Jung et al.(2002)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전쟁 적대감 3문항, 경제 적대감 3문항으

로 구분하였다. 상황인식은 자국과 적대국 관계를 악화

시키는 부정적 상황인식 5문항과 자국과 적대국 관계를

호전시키는 긍정적 상황인식 4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

였다. 과시적 소비는 Marcoux et al.(1997)의 연구를 기초

로 하여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단어로 수정하여 4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패션 브랜드 태도는 Low et al.(2000)

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좋은 브랜드이다, 호감

을 준다, 친숙하다, 유익하다, 값어치를 한다, 구매하고

싶다,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등 7개 문항을 개발하

여 세 유형의 브랜드 태도에 똑같이 적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북경, 상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82부를 회수하여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지 응답자 중

절반이 20대이고 다음은 30대 이상이 33.3%, 10대가 16.2%

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일정한 소비능력

을 갖추고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를 위주로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는 비교적 균일분포되었지만 미혼은 280명

으로 기혼 102명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응답

자 중 많은 인구가 20대 연령층이니 미혼의 점유율이 더

욱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

인구가 전체 응답자의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적

인 우위를 나타낸다. 예전보다 젊은 연령층의 학력이 향

상되었음을 시사한다. 직업과 수입에 있어서는 일정하

게 균일한 정도로 나뉘어졌지만, 그 중 수입에서 2000

~5000위안 정도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왔다. 이는 중국의 소비층이 정규직

으로 취직되었을 때 가장 보편적인 월수입 정도가 2000

~5000위안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다. 북경의 응

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0.2%(230명)를 차지하였고 상해

는 24.3%(93명), 광주는 15.4%(59명)로 나타났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측정을 위한 변수들에 내재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

용하였다. 각 변수마다 주성분법을 사용하여 직각회전법

에 의한 요인회전이 이루어졌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

든 문항의 요인값은 .7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된 항목은 없

었고,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 이상을 보여 문항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Table 1).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고 고유치는 3.61이며 요인적재값이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

으로 분석된다. 적대감에 관한 총 6문항의 요인분석 결

과 고유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 경제적 적대감과 전쟁

적 적대감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변량은 68.17%였

다.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하

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변량은 65.75%

였다. 상황인식에 관한 총 9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

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 긍정적 상황인식과 부정적 상

황인식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변량은 69.25%였다.

세 유형의 브랜드 태도에는 똑같은 7가지 문항을 사

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의 변량은 중국 브랜

드 태도 77.01%, 유럽 브랜드 태도 59.94%, 일본 브랜드

태도가 77.05%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든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소비자의 자

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특정 국가에 대해 더 높은 적

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특정 국가에 대해 적

대적인 소비자는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

이 클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이는 소비자의 자민족중심

주의와 적대감이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Kim(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와 전쟁적 적대감의 상관계수

는 .26이고 경제적 적대감과의 상관계수는 .38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는 전쟁적 적대

감에 비해 경제적 적대감과의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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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ed

variance

%)

Cronbach's

α

Consumer

ethnocentrism

We should purchase products manufactured in China instead of

letting other countries get rich off us.
.850

3.61 60.14 .89

We should not buy western-made products, because this hurts

Chinese business and causes unemployment.
.810

Only products that are unavailable in China should be imported. .780

Patriotic Chinese should always buy Chinese-made products. .760

Buying Chinese products is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China .720

Foreign products should be taxed heavily to reduce their entry into

China.
.720

Economic

animosity

Japan is taking advantage of China. .890

2.89
48.17

(48.17)
.77Japan wants to gain economic power over China .790

Japan is not a reliable trading partner. .770

War

animosity

Japan ought to compensate and apologize for comfort women (human

trafficking) crime committed.
.840

1.20
20.00

(68.17)
.73Japan should compensate China for exploitation committed during

the occupation.
.790

I feel angry towards Japan for historical reasons. .740

Conspicuous

consumption

I want to buy famous brands to show off and be noticed. .860

2.63 65.75 .82

Famous brands can enhance my image. .830

Expensive brands are a symbol of success and prestige. .780

I prefer foreign brands rather than domestic brands, even though the

price is more expensive.
.770

Negative

situation

perception

Recently, I feel angry towards Japan for their territorial claims on

Diaoyudao (釣魚島).
.880

3.67
40.79

(40.79)
.90

Recently, I feel uncomfortable with Japan for their political and eco-

nomic interference.
.880

Recently, I feel angry about derogatory remarks made by the Japa-

nese toward China.
.859

Recently, I feel angry towards Japan for their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Yasukuni Shrine.
.820

Recently, I feel angry towards Japan for their distortions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818

Positive

situation

perception

I feel good impression when China and Japan signed the friendly

league.
.826

2.56
28.46

(69.25)
.82

I feel gratitude with Japan for their support during the Sichuan Earth-

quake.
.807

I feel sympathy for Japan and their recent natural disasters. .788

I feel closer to Japan because of their honest reflections on past agg-

ression.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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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라는 변수의 개념은 소

비자들의 소비 생활에서 개념을 규명한 것이기 때문임

을 재차 입증해준다.

3.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

는 영향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과시적 소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3).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브랜드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R
2
값은 .13으로서

중국 브랜드 태도의 13%가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해 설

명됨을 알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국 브랜드 태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β=.36, p=.000). 이는 중국 소비

자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중국 브랜드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자

민족중심주의가 자국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 Ahn and Lee(1997), Shimp and Sharma(1987)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절역할을 살펴보면,

과시적 소비는 중국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국 소비자의 유럽 패션 브랜드

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글

로벌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Batra et

al.(2000), Lee(2010)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과시적 소비는 유럽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독립적인 주

효과를 보였으며(β=.30, p=.000), 조절효과는 유의한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 브랜드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R
2
값은 .07로서

일본 브랜드 태도의 7%가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해 설명

됨을 알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일본 브랜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β=−.26, p=.000). 이는 중국 소비자

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일본 패션 브랜드에 대

한 태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민족중

심주의 성향이 적대감을 지닌 국가의 브랜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Huang(2004)의 연구결과와

같다. 과시적 소비는 일본 브랜드 태도에도 정적인 독

립적 주효과를 보였으며(β=.21, p=.000), 조절효과에 있

어서도 유의한 결과(β=.12, p=.04)를 얻었다. 과시적 소

비의 주효과가 투입된 2단계 회귀식이 1단계에 비해 유

Table 3. The effect of conspicuous consumption on brand attitude

Chinese brand attitudes European brand attitudes Japanese brand attitud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Step 1. CET main effect

CET .36*** .36*** .36*** .04 .06*** .06*** −.26*** −.24*** −.25***

Step 2. Moderating variable main effect

Conspicuous consumption −.03*** −.02*** .30*** .30*** .21*** .19***

Step 3. Moderating effect

CET * Conspicuous consumption −.07*** .05*** .12***

Overall F 57.19*** 20.74*** 12.81*** .49 16.51*** 10.09*** 26.83*** 17.81*** 11.69***

F change 2.32*** .93*** 24.49*** .53*** 12.48*** 2.33***

R
2

.13*** .14*** .15*** .00 .12*** .12*** .07*** .12*** .14***

R
2
 change .01*** .00*** .12*** .00*** .06*** .01***

*p<.05, ***p<.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consumer ethnocentrism and consumer animosity

Variables War animosity Economic animosity Consumer ethnocentrism

War animosity 1

Economic animosity .42** 1

Consumer ethnocentrism .26** .38**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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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개선되었으나(F change=12.48, p=.000), 조절효

과가 투입된 3단계는 2단계 회귀식에 비해 유의하게 개

선되지 않아 조절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중국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가 높을수록 일본 브랜

드를 더욱 선호함과 동시에 자민족중심주의가 일본 브

랜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는 과시적 소비가 클수록 한국 소비자

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일본 제품 불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Ko, 2005)와 일치하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의 평균(mean=3.76)을 기준으로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나누고, 다음 과시적 소비의 평균(mean=3.91)을 기준으

로 과시적 소비도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별 브랜드 태도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Fig. 2>에서 제시하였다.

과시적 소비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과시적 소비 수

Fig. 2. Two-way ANOVA between conspicuous con-

sumption and CET.

Table 4. The effect of situation perception on Japanese brand attitudes

Japanese brand attitudes

Model 1 Model 2 Model 3

Positive

situation

perception

Step 1. Animosity main effect

War animosity .02*** −.05*** −.04***

Economic animosity −.27*** −.11*** −.10***

Step 2. Moderating variable main effect

Positive situation perception (PSP) .45*** .43***

Step 3. Moderating effect

War animosity * PSP .03***

Economic animosity * PSP .06***

Overall  F 14.14*** 41.03*** 25.28***

F change 88.29*** 1.50***

R
2

.07*** .25*** .25***

R
2
 change .18*** .01***

Negative

situation

perception

Step 1. Animosity main effect

War animosity .02*** −.00*** −.03***

Economic animosity −.27*** −.28*** −.24***

Step 2. Moderating variable main effect

Negative situation perception (NSP) .04*** −.06***

Step 3. Moderating effect

War animosity * NSP −.03***

Economic animosity * NSP −.14***

Overall F 14.14*** 9.54*** 6.95***

F change .37*** 2.93***

R
2

.07*** .07*** .09***

R
2
 change .00*** .0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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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민족중심주의에 따른 일본 브

랜드 태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과시적 소비 수준이 낮고 자민족중심주의 수준이 높

은 집단에서는 일본 패션 브랜드에 대해 매우 낮은 태

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소비자 적대감이 일본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의 적대감이 일본 브랜드 태도에 주는 영

향을 분석하고 두 가지 상황요인이 그들 사이에서 어떠

한 조절효과를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적대

감은 일본 브랜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β=−.27,

p=.000), 전쟁적 적대감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소비자의 경제적 적대감이 높을수

록 일본 브랜드에 대해 낮은 태도 수준을 보이나, 전쟁

적 적대감의 정도는 일본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는 소비자의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그 나라 제품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Fong et al., 2010; Kim,

2010; Lee, 2010; Wu, 2004)과 같은 결과이다.

긍정적 상황인식은 일본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독립

적 주효과를 주었으며(β=.45, p=.000), 조절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즉 중국 소비자가 두 국가 간 긍정적 상황

에 노출되었을 때 일본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적대감

이 일본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조절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부정적 상황인식은 긍정적 상황인식과 반대로 독립

적인 주효과는 없었으나 조절효과는 유의한 효과를 나

타냈다. 특히 부정적 상황인식은 경제적 적대감과 일본

브랜드 태도 사이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β

=−.14, p=.00), 전쟁적 적대감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중국 소비자가 부정적 상황인식에 노출되었

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적대감이 일본 브랜드 태도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적대감의 평균

값(mean=4.93)을 기준으로 경제적 적대감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나누고 부정적 상황인식의 평균(mean=6.31)을

기준으로 부정적 상황인식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여 집단별 브랜드 태도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

였다. 그 결과는 <Fig. 3>에서 제시하였다.

부정적 상황인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일

본 브랜드 태도의 하락된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상황인식의 작용하에 경제적 적대감이 일본 브

랜드 태도에 대한 부의 영향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북경, 상해, 광주 지역 소비자들을 중심으

로 중국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와 적대감이 중국 패션

브랜드, 유럽 패션 브랜드, 일본 패션 브랜드 각각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과시적 소비와 국가 간

상황인식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브랜드 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국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럽 브랜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본 브랜드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클수록

중국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일본 브랜드에 대해

서는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민족중

심주의가 중국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와 일본

브랜드에 대한 부적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중국 소비

자가 비록 높은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를 가지더라도

이는 유럽 등 자국과 인접하여 역사적 갈등 경험을 가지

고 있지 않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했다.

Fig. 3. Two-way ANOVA of negative situation percep-

tion and economic anim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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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시적 소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시적

소비 성향은 유럽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에 모두 정적인

주효과를 보였다. 이는 중국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

이 높을수록 유럽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 모두를 더욱 크

게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

자 자민족중심주의와 일본 브랜드 태도 사이에 정적인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과시

적 소비 성향이 클수록 자민족중심주의가 일본 브랜드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고 있

다.

다음으로 소비자 적대감에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인 소비자

적대감은 “전쟁적 적대감”과 “경제적 적대감”의 두 요

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일본 브랜드 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쟁적 적대감은 일본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경제적 적대감은 일본 브랜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 소비자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적대

감의 정도가 클수록 일본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낮아짐

을 의미한다.

둘째, 적대국 관계 상황인식은 “긍정적 상황인식”과

“부정적 상황인식”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이 두 가

지 변수에서 사용되는 항목들은 최근 주목을 받게 된 일

본 관련 뉴스 및 이슈들에서 골라내어 긍정적과 부정적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릴 수 있도록 측정항목으로 사용하

였다. 긍정적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유럽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독립적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조절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중국 소비자가 일본에 대한 긍정적 상황

을 인식할수록 일본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정적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주효

과는 없었으나 경제적 적대감과 일본 브랜드 태도 사이

의 관계에 부적인 조절효과를 주었다. 즉 중국 소비자

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상황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

적 적대감의 일본 브랜드 태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와 적대감이 패션 브랜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단일한 종

속변수를 도입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국적과 적대

감 유무에 따라 세 유형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규명

함으로써 더욱 넓혀진 이론적 기반과 향후 연구의 토대

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가지 유형의 브랜

드 태도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는데, 다음은 세 가지 브

랜드에 해당되는 패션 기업에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패션 브랜드 마케터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

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광고나 홍보를 대거 투입하

여 소비층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럽과 같이 중국인에게 적대적 감정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마케터는 과시적 소비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성

향이 높은 소비자가 외국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

에 한국 패션 기업이 중국 의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려면 과시적인 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패션 제품을 제

공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셋째, 일본과 같이 중국인에게 적대적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의 마케터는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적대감정이 있는 국가의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특성에 따라 자민족중심주의가 낮

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집중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시적 소비는 이러한 부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과시적 소비가 높은 소비층을 유치할 수

있는 패션 제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경제적 적대감은 일본 브랜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특성에 따라 경제적 적대감이 낮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집중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부정적 상황인식은 이러한 부적인 영향을 악화하는

조절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거나 뉴스가 맴

돌 때에 가급적이면 신제품 출시를 피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패션 유통 기업과 마케터들에

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진출

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 패션 기업들에게도

적절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자료수집 표본 상의 한

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경, 상해, 광주 세 지역에 거주

하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타 다른 지역에 일반화시킨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화북, 화남, 화동 지역 외에도 상대적으로 발전하

지 못한 서부지역에 대해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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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또한, 성별과 연령대 등 인구통계적 특성도 일반

화시키지 못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연

구대상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적대감

을 지닌 국가를 오로지 일본으로만 한정시켜 역사, 뉴

스, 이슈 등을 수집하여 측정항목으로 상용하여 결론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 외에 미국, 프랑스, 한국

등 기타 나라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느끼는 중국인이 많

음을 고려할 때 나라의 배경이나 적대감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편화하여 적

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셋째, 측정방식의

한계이다. 동일 응답자가 세 시나리오에 모두 응답을 시

켰기 때문에 조사자의 측정의도가 미리 파악이 될 가능

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세 집단을

나누어 각각 한 시나리오에 응답한 것을 놓고 비교하여

야 측정상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References

Ahn, S. H., & Lee, K. H. (1997). Consumer shopping orien-

tation toward foreign brands (Part II). Journal of the Ko-

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4), 699−709.

Ajzen, I., & Fishbein, I. (199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Batra, R., Ramaswamy, V., Alden, D. L., Steenkamp, J. B. E.

M., & Ramachander, S. (2000). Effects of brand local and

nonlocal origin on consumer attitudes in developing coun-

trie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9(2), 83−95.

Delong, M., Bao, M., Wu, J., Chao, H., & Li, M. (2004). Per-

ception of US branded apparel in Shanghai.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8(2), 141−153.

Fong, C. M., Lee, C. L., & Du, Y. Z. (2013). Target reputa-

tion transferability, consumer animosity, and cross-border

acquisition success: 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Tai-

wa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2(1), 174−186.

Han, M. J. (2012, September 27). 中, 日에 경제보복 가능성은?

[China and Japan are likely to retaliate in the economy?].

Economic Review. Retrieved July 9, 2013, from http://

www.econovill.com/archives/47963

Huang, Y. A. (2004). 消 者我族主 , 消 者仇 品

系之硏究-以台 , 中 大 日本 品 例 [The rela-

tionship of consumer ethnocentrism, consumer animosity

and purchase intension: The case of Taiwan and China with

Japanese product]. Management Review, 23(2), 117−141.

Jeong, I. S., & Xiao, S. F. (2008). Consumer attitude toward

global brands: The perspective of Chinese consumers. In-

ternational Business Review, 12(1), 1−28.

Jung K., Ang, S. H., Leong, S. M., Tan, S. J., Pornpitakpan,

C., & Kau, A. K. (2002). A typology of animosity and its

cross-national valid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

chology, 33(6), 529−539.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

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1), 1−22.

Kim, C. S. (2000). The effects of ethnocentrc tendencies on

evaluation process of foreign product: Moderating effects

of involvement and familiarity. Daehan Journal of Busi-

ness, 24, 205−224.

Kim, S. Y. (2010). The effect of Korean consumers' animosity,

ethnocentrism on the product evaluation and purchase

intention to Japanese cellular phone. Unpublished doc-

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lein, J. G., Ettenson, R., & Morris, M. D. (1998). The ani-

mosity model of foreign product purchase: An empirical

tes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Mar-

keting, 62(1), 89−100.

Ko, W. H. (2005). Consumer ethnocentrism and unwilling-

ness to buy foreign products in Korea: Testing moderat-

ing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umar, A., Kim, Y. K., & Pelton, L. (2009). Indian consum-

ers' purchase behavior toward US versus local br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

ment, 37(6), 510−526.

Lee, C. S. (2009). Social welfare concise. Seoul: Blue Fish.

Lee, J. Y. (2001). The effect of consumer animosity and patri-

otism on purchase intention: The concept of self-monitor-

ing as mediation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Lee, M. Y., Knight, D., & Kim, Y. K. (2008). Brand analysis

of a US global brand in comparison with domestic brands

in Mexico, Korea, and Japan. Journal of Product & Brand

Management, 17(3), 163−174.

Lee, Y. K. (2010). International management: Trust and pur-

chase intention to made-in Korea product caused by Chi-

nese consumers' animosity and ethnocentrism: Focusing

on the made-in Korea mobile phon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4(2), 133−158.

Low, G. S., Charles, W., & Lamb J. (2000). The measurement

and dimensionality of brand associations. Journal of Pro-

duct & Brand Management, 9(6), 350−370.

Marcoux, J. S., Filiatrault, P., & Cheron, E. (1997). The attitu-

des underlying preferences of young urban educated pol-

ish consumers towards products made in western coun-

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9(4),

5−29.

Mason, P. (2008). Toursim impacts, planning and management

– 905 –



70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7, 2013

(2nd ed.). New York: Butterworth-Heineman.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herman, R. A., Nave, C. S., & Funder, D. C. (2013). Situa-

tional construal is related to personality and gender. Jour-

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1), 1−14.

Shimp, T. A., & Sharma, S. (1987). Consumer ethnocentrism: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CETSCA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3), 280−289.

Sumner, W. G. (1906). Folkways: A study of the sociological

importance of usages, manners, customs, mores and mor-

als. New York, NY: Ginn & Co.

Wang, L. P. (2009). An empirical study of regional differences

of Chinese consumer ethnocentrism: In special reference

to Haerbin, Xian, Jinan, and Guangzhou. Unpublished ma-

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Wang, Y., & Heitmeyer (2006). Consumer attitude toward US

versus domestic apparel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0(1), 64−74.

Wu, P. C.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for-

eign cultural commodity on animosity, consumer ethno-

centrism and country image of foreign product purchase:

Focused on Taiwanese consumer's attitude toward Korean

dram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

versity, Seoul.

Yang, J. O. (2010). The influence of brand history appeared

in brand stories of old fashion companies on consumer

brand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Zhang, Y. (2009). Effects of country image, perceived quality,

ethnocentrism on consumption preference in foreign mobile

phone purch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Zhang Y., & Wang, X. D. (2010). 大 生的品牌消 意 和 民

族品牌的 知 [University student's brand consumption

awarenessand national brand awareness]. Economic Forum,

484(12), 217−221.

– 906 –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