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
김 휘 석
(연구위원)

〈요

약〉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4강 신화 달성, 감동적인“국민적 드라마”연출 등
으로 최근 한국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관
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월드컵 개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인지도 상승에는 기여를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
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총
체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모호한 개념이기 때
문이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 이미지나 상품 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국가 이미지를 브랜드로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브랜드의 원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 이미지의 브랜
드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국가 이미지와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연
계시키고, 중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없지만, 투자환경이나 투명성
과 같은 간접적인 여러 지표들을 통해 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낮은 국가 이
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요한 요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도적 이미지가 없고, 그 결과 기업 및 제품 이미지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또 일회성 단기정책들로
는 개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체계적이고도 중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가 신뢰기반의 확충, 주도적 이미지의
개발, 국가 이미지와 기업 이미지 및 제품 이미지와의 연계,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등의 관점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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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6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국가대표팀의 4강 신화 달성,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국민의 단합된 모습
을 보여준 것이 한국의 이미지를 제
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국가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
다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올림픽
이나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가 국
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
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이미지는 국가의 모든 요소가
함축적으로 다른 국가 국민들의 뇌리
에 떠올려지는 형상이며, 고정적이지
않고 다분히 유동적이다. 좋은 이미지
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며, 일단 만들어진 이미지
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아
니다. 이미지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
한 것이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관리
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식을 하지만,
“어떻게?”
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
신있게 답할 수가 없다. 이는 국가 이
미지의 실체가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
이다.
현대의 국가 이미지는 주어진 자연
환경이나 전통, 문화유산 등 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활동

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
표적인 예가 핀란드이다. 핀란드의 전
통적인 이미지는 “차가운 자연환경”
이었지만, 이제는 노키아(Nokia)의
성공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로 변모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
의 국가 이미지는 그 국가 기업들의
기업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개념화하고, 이
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개념, 실태, 관리의 가능성 및
관리의 한계,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
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
다.

2. 국가 브랜드 이미지
(1)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우선 브랜드, 이미지, 국가 이
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brand)란 가시적인 면
에서는 포장과 시각적 정체성을 나타
내고, 청각적인 면에서는 광고를 나타
내는 등 다양한 속성의 복잡한 혼합
체이지만, 브랜드의 실제 개체성
(actual personality)은 소비자의 마
음에만 존재하는 그 무엇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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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image)란 어떤 사물이나 현
상들을 보거나 생각할 때 떠오르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인상을 뜻
한다. 이미지는 느끼는 사람의 직관에
작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첫인상을
남기며, 첫인상이 좋으면 호감을 갖게
된다.
국가 이미지(nation’
s image)란 국
가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이미지 또는
상징으로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중국의 만리장성, 스위스의 알프스산
맥이나 아미나이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 이미지는 상품이나 서비스
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촉진시
키는“보이지 않는 손”
의 역할을 수행
한다. 국가 이미지가 중요한 것은 국
가 이미지가 국가위상과 관련되고, 국
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각종 산업의 발
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이미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각기 다른 지적ㆍ문화적
수준에 존재한다. 국가가 국제무대에
노출되면,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이
미지는 고정관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정관념(stereotype)이
란 그룹이나 일단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된 시각을 말하며, 잘 변하거나
수정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어
떤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국가
의 국민들이 만드는 제품에 의해 형
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국가의 특정한 속성들을

편집하고 재배치하기 때문에 응집된
국가 이미지를 갖기는 본질적으로 어
렵다.
국가의 이미지는 매우 복잡하고 유
동적이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브
랜드 이미지”를 정확히 시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브랜드로서의 국가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는 경험이나 사
람, 또는 당시 지배적인 사회적, 정치
적, 경제적 상황에 입각한 믿음의 복
합체이다. 여러 나라의 대부분의 소비
자들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자신의 국가
브랜드를 개발할 유인과 기회를 갖게
되지만,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2) 주도적 이미지
비록 국가는 각종 이미지가 뒤섞여
부조화 상태에 있긴 하지만, 다른 모
든 의미와 반향을 제압할 수 있을 정
도로 강력한 주도적인 이미지(dominant image)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은 매우 복잡한 국가이지만, 자유와
쾌락주의가 연계된 속성을 통해 미국
의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브랜드는 이 같은 주도적 이미
지를 통해 가동되는데, 예로서 코카콜
라 브랜드는 자유분방한 미국 이미지
를 바탕으로 광고하는 경향이다. 주도
적 이미지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
국가 제품의 이미지를 국가 모(母)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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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연장선상에서 추론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
또는 기업 이미지는 상호 영향을 주
고받는 관계에 있다.
국가 이미지는 그 의미가 암묵적인
형태를 띠고, 이 의미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은연 중에 전
파된다. 국가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호탐색,
치환적 의미, 연상작용에 의한다. 국
가 이미지가 높을 경우 깊은 생각 없
이도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그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선호탐색(likability heuristic)이라고
한다. 치환적 의미(displaced meaning)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소비자가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품 자
체보다는 소비자가 꿈꾸는 소망과 이
상을 미국이 갖추었다고 믿기 때문이
라는 것을 뜻한다. 한편, 연상작용
(association)이란 두 개의 사상(事
象)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 하나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사
상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국가 이미지가 그 나라 제품
에 투영되는 것은 후광효과(halo
effect)로 볼 수 있으며, 독특한 국가
이미지가 제품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경우 이를 후광효과라고 한다.

(3) 원산지와 소비자 선택
브랜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 중

글로벌브랜드에 특히 중요한 것은 브
랜드의 원산지, 또는 사람들이 이 브
랜드를 창출하였다고 믿는 국가가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
는 영향력이다. 코카콜라(Coke), 리
바이스(Levi’
s), 나이키(Nike), 펩시
(Pepsi)가 미국에서 왔다고 알려진
그 사실이 이들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동차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에서 원산지
와 강력하게 연결되는데, BMW나 벤
츠는 독일, 로버(Rover)나 재규어
(Jaguar)는 영국, 페라리(Ferrari)는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인식이 뿌리깊
게 박혀 있다.
브랜드의 원산지는 보통 그 브랜드
가 창조된 국가를 뜻하지만, 그 국가
에서 생성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국가의 브랜드라고 믿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실제원산지(country of origin)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같이 비록 그 소유권은
현재 독일에 있더라도 원래 그 브랜
드가 창조된 국가를 의미한다. 후자는
사실상의 원산지(provenance)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가 창조된
국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떤 브랜
드가 특정 국가에서 창조되었다고 믿
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는 이처럼 브랜드 지분
(brand’
s equity)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소인데, 사실상의 원산지라 하더라
도 기업은 실제 원산지보다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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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연스러운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실제 원산지를 능가하는 효과를 추구
한다. 미국 브랜드라고 알려진 브르글
린(Brooklyn)은 이탈리아의 선도적
씹는 껌 브랜드로서 퍼페티(Perfetti)
라고 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의 회
사에서 생산될 뿐 미국과는 전혀 관계
가 없다.

3. 선진국의 국가 이미지 관리
(1) 선진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는 미국은 국가 이미지와 상품의 원산
지 명성에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Made in USA”
는 개인의 자
유와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
고, 최근까지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 패러다
임인 “신경제”
의 상징으로 부상하였
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브랜드
인“브랜드 USA”
는 지난 100여 년간
바쁘게 2시간짜리 상품을 쏟아내어
온 헐리우드라는 최상의 광고사를 보
유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USA는 주
기적으로 우주로켓을 쏘아 올려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역동적인
판매촉진사인 NASA를 갖고 있다.
과거“해가 지지 않는 나라,”또는
“Rule Britania”
라는 국가 이미지를
가진 영국은 그 동안 영국병과 IMF
관리라는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경제회복의 모범국가로 부상하
였다.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
상은 영국의 위상과 국가 이미지를 제
고하기 위해 “Rule Britania”에서
“Cool Britania”로의 변신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전통문화를 유지
하면서 미디어, 디자인, 음악, 영화와
패션산업의 범세계적인 중심(hub)으
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영국은
1999년에 밀레니엄 제품 캠페인
(Millenium Product Campaign)을
전개하게 된다. 이 캠페인은 21세기
영국을 대표할 만한 상품을 개발하자
는 취지에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였
다.
벨기에의 페르호프스태트(Guy Verhofstadt) 수상은 정부의 부패, 어린이
포르노, 다이옥신에 감염된 닭을 포함
해 수년간의 각종 스캔들로 실추된 국
가명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이미지창출
(Image-Maker) 팀을 운용하였다. 새
로운 로고와 현대적인 색상을 개발하
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상의 국가 표시
로“.be”
를 사용한다.
에스토니아는“Post-Soviet States”
나“발틱”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 위해“Pre-EU”
나 안정적인 복지
사회 이미지의“스칸디나비아”
로 표현
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중시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국인 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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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Green
Country”
를 강조한다. 한편, 폴란드는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미지 쇄신
프로그램을 수립ㆍ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지만 성공한 국가는 별로
없다. 미국 이외에 분명하고, 일관성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브랜드 이
미지를 확보한 국가는 불과 몇 개국
에 한정되는데, 그 대부분은 유럽 국
가들이다. 성공한 국가들은 국가 브랜
드로 인해 제품 브랜드에서도 성공하
게 된다. 강력하게 브랜드화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나오는 글로벌 상품 브랜
드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
다.
한편, 강력하게 브랜드화를 이룬 국
가 중에서도 글로벌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국가도 많다. 브라질의 경우 삼
바, 축구, 카니발, 음악, 댄싱 등 많은
분야에서 브랜드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주도적 브랜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많은“신
흥시장”
들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 상
태로 각국에 수출을 했지만 성공적으
로 국제브랜드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익을 본 것은 완
제품을 생산ㆍ포장ㆍ브랜드화ㆍ소매
를 통해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한 선진
국들이다. 그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간
의 괴리는 지속된 것이다.
국가 이미지가 높은 대부분 선진국

들은 자신의 국가 이미지를 제품에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
고 있다. 국가 이미지를 제품에 반영
하여 성공한 사례로는 캐나다 의류업
체인 루츠(Roots)사를 들 수 있다. 루
츠사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국가 이
미지를 최대한 제품에 반영하는 전략
을 채택하였고, 동시에 정부에서도 적
극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기
업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2) 국가 이미지 관리의 한계
많은 국가에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위
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Cool
Britania”
라고 불리는 국가 브랜드 이
미지 쇄신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반
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13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MORI poll)에 의하
면, 영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영국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모호
함, 그리고 그 캠페인이 의도하는 바
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까
지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
렸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
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독
일의 경우에도, 독일 혈통에 대한 배
타적인 옹호, 외국인에 대한 폭력 등
으로 다양성과 일체감을 표방하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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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역사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
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며, 이에 따라 “Buy Australian
Made”또는“Made in USA”캠페인
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시각이 보편
적이다. 국가의 상충되는 이미지를 홍
보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불러올 뿐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이미지 제
고 노력이 신뢰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목표 청중들이 해당 국가 정부가 조작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브랜드 촉진이 성공할 수 있
다.
따라서 국가는 비록 그 이미지가
국가 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국가를 객관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환
상적인 이미지보다는 전문성을 부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한국의 국가 이미지 현황
(1)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다만 국제 공인기관이
평가한 다양한 국가간 비교지수로부
터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
다. 이러한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보
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경제력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외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도국인 중국, 브라질, 폴란
드, 멕시코, 인도보다 낮은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해리티지 재단이 평가한 경제자유
도 순위에서 한국은 1995년 13위에
등재되었으나, 이후 순위가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33위를 기록
하였고, 2001년에는 29위로 순위가
다소 올라갔다. 그러나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와 라트비아와 같은 38위
로 다시 하락하였다. 한편, A. T. 커
니(A. T. Kearney)가 세계 1,0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투자환경 조사에서 한국은 1998년
6월에 21위를 차지하였고, 2000년 1
월 15위로 상승하였다가 2001년 2월
에는 17위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순위가 다시 하락한 것
은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국의 투자환
경이 한국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되
었기 때문이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컨설팅
(PERK)사에서 아시아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투자환경 조사에서
는 싱가포르가 1위로 평가되고, 한국
은 1998년 11위에서 2000년에는 9위
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에는 더욱 개선되어 6위로 상
승하였다. PERK 조사는 12개 아시
아 국가에서 근무하는 1,000명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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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순위

각국의 투자 환경 비교
2001. 2

2000. 1

1999. 6

1998. 12

1998. 6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중국

영국

중국

브라질

브라질

3

브라질

중국

영국

중국

중국

4

영국

브라질

브라질

영국

영국

5

멕시코

폴란드

멕시코

독일

인도

6

독일

독일

인도

폴란드

멕시코

7

인도

멕시코

호주

인도

폴란드

8

이탈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9

스페인

스페인

독일

스페인

호주

10

프랑스

호주

프랑스

프랑스

독일

11

폴란드

인도

이탈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12

캐나다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13

싱가포르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14

태국

태국

아르헨티나

호주

헝가리

15

호주

한국

태국

태국

태국

16

체크

일본

체크

한국

체크

17

한국

네덜란드

한국

캐나다

캐나다

18

네덜란드

체크

헝가리

체크

인도네시아

19

대만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20

일본

헝가리

싱가포르

아일랜드

칠레

21

헝가리

싱가포르

일본

헝가리

한국

자료：A. T.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2001. 2.
주：세계 1,000대 기업의 CEO, CFO 등 투자 결정권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국적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세 금 , 임 금 , 빅 맥 지 수 (Big Mac
Index), 인프라, 부패, 관료주의, 창업
의 용이성, 노동숙련도 및 파업위협
등 기업환경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편, 포브스(Forbes)에서 최근에
조사한 벤처창업 환경에 있어서는 한
국이 18위로 평가되었다. 포브스 조사
는 창업비용, 자본접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스톡옵션의 가용성, 경쟁
력, 창업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1위는
미국이며, 한국의 벤처창업 환경은 말
레이시아와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환경에서도 낮은 평가
를 받고 있지만, 투명성이나 부패 면
에서는 더욱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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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가 2001년 4월에 평가한 국별
투명성 비교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31
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은 부패수
준은 17위로서 중간 정도이지만, 회계
와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34개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세계은행과 브루킹스 연구소의 공
동 연구결과, 부패행위는 외국인투자
에 있어서 임금 및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국제투명성연구소가 평가한 주요
국가별 부패수준에서 한국은 IMF 관
리체제 이전인 1996년 27위에서 2001
년에는 42위로 하락하였다. 또한 국제
투명성연구소가 평가한 뇌물공여 측
면에서도 한국은 2002년 18위로 1999
년 18위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
〈표 2〉

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한류 열
풍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류가 일
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편, 홍콩에서는 영화와 가요를 중심으
로 한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한
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산업화되고 있음을 나
타내며, 문화산업의 호조는 국가 이미
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제품
의 높은 경쟁력도 국가 이미지 제고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애니콜, LG 및 삼성의
TFT- LCD, 휴맥스의 셋톱박스, SDI
의 PDP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현대,

투명성 지수

순위

국

가

순위

국

1

싱가포르

21

파키스탄

2

미국, 칠레

22

베네수엘라

4

영국

23

인도, 폴란드

5

홍콩

25

과테말라

6

이탈리아, 멕시코

26

태국

8

헝가리

27

에콰도르

9

이스라엘, 우루과이

28

케냐

11

그리스

29

체크, 루마니아

12

이집트, 리투아니아, 페루

31

한국

15

콜롬비아, 일본, 남아공

18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기타

자료：PricewaterhouseCoopers,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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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기아 등 한국 자동차가 자사브랜드로
서구시장에서 제값 받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
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02년 6월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팀이 아
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4강에 진입함
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번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우수
한 성적도 물론 소중한 결과이지만,
이와 더불어 산재되어 있던 국가 에
너지를 결집하여 질서와 조화 속에서
국민 모두가 거대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이미지 제
고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2) 한국의 국가 이미지 관리상의
문제점
한국의 국가 이미지 관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주도
적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국
가 이미지가 기업 및 상품 이미지와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과
국가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도 관리상의 문제로 지적된
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 관리상의 문
제는 대체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국가
를 연상시키는 주도적 이미지가 있으
나, 한국은 국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이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국가 이미
지와 상품 이미지의 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캐나다의 단풍잎, 뉴질랜
드의 키위와 같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동식물 또는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기업 및 브랜드가 없다.
셋째,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간헐
적인 세미나나 학술활동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연구
가 없다. 이처럼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수익성 위주로
공공연구를 수행하려는 정부정책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잔
존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빚어진 헐
벗음, 입양고아, 독재정권, 권력의 부
패 등 부정적인 역사의 잔재가 아직
까지 남아 있는 것이 국가 이미지 개
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국가기강 확립, 사회적
규범 재정립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
요하나, 그러한 노력이 사실상 없었
다. 아울러 한국의 해외홍보가 효과적
이지 못하고 비체계적인 것도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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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장기적인 홍보전략이 없고,
홍보활동이 정권홍보에 치중하는 등
단기실적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
장 큰 문제이다.

(3) 한국 기업의 이미지
국가 이미지는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브랜드나 상품 브랜드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2000
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는 GE(미국), 마이
크로 소프트(미국), 소니(일본), 코카
콜라(미국), IBM(미국), 도요타(일
본)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글
로벌화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기업 브랜드나 상품 브랜드는 국가
〈표 3〉

이미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인터브랜드사
가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통해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 일본 기업은 6
개가 포함되었으나, 국내 기업은 삼성
만이 포함되었다.
한편, 기업의 이미지는 수출가격으
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제품
브랜드는 품질에 비해 정상가격을 받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크로 웨이브 오븐, 룸에어컨, PC
등의 가전제품에서 이러한 현상이 돋
보인다. 아울러 한국 기업 제품의 상
당수는 아직까지 OEM 방식을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자
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
업의 경우 약 58% 정도가 자체 브랜

세계 주요 기업의 브랜드가치
단위：백만 달러

순위

기업명

2001

2000

1999

시가 대비
브랜드가치 비율

1

코카콜라

68,945

72,537

83,845

61

2

마이크로소프트

65,068

70,197

56,654

17

3

IBM

52,752

53,184

43,781

27

4

GE

42,396

38,128

33,502

9

5

노키아

35,035

38,528

20,694

34

6

인텔

34,665

39,049

30,021

17

7

디즈니

32,591

33,553

32,275

54

8

포드

30,092

36,368

33,197

66

9

맥도널드

25,289

27,859

26,231

-

10

AT&T

22,828

25,548

24,181

15

20

소니

15,005

16,410

14,231

29

42

삼성

6,374

5,223

-

29

자료：Interbrand,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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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유 브랜드 수출현황
단위：%
대기업

중소기업

1999

전

58.1

체

67.6

56.0

2000

60.1

70.5

57.9

자료：한국무역협회,「수출산업 실태조사」
, 2000.

드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고유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국
가 이미지가 취약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유통, 광고, 마케
팅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초기에
많은 고정투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국가 이미지가 취약하여
기업이 기업 브랜드나 제품 브랜드를
개발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제품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OEM 주문업체의 방해
로 자체 브랜드의 개발이 어려운 면
도 있다.
이처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이 부진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국가 이미지가 부실한
점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첫째,
비효율적인 정책운용을 들 수 있다.
장기간의 시장보호, 제한된 경쟁여건
의 조성, 가격인상 억제정책 등은 국
내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노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때
문에 장기간을 요하는 브랜드 개발에
실패하게 된다.

둘째, 품질관리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성과 관련한 이
른바 공학적인 품질만을 중시함으로
써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소
비자 중심의 제품개발에 소홀하였다.
제품이 브랜드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
에 해외시장에서는 중저가품대에 포
지셔닝(positioning)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진국의 우수사례 확산 목적보
다는 나눠먹기식의 국가 품질대상 제
도도 국내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발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경영자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
이다. 국내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정체성 문제로 인해 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변경되는 등 브랜드
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부실한 상
태이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도
국내시장에서 2년, 국제시장에서는 5
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경영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넷째, 포지셔닝 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국가, 기업,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
차별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운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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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한국은 OECD 가입 후에
도 국제무대에서 스스로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 니즈(needs)를 등한시한 상태
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해 옴으로써 세
계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가 이미지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브랜드를 사용하는 데에
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보루네오 가
구가 상표를“BiF Korea”
에서“BiF”
로 교체한 것은 품질보다는“Korea”
라는 단어 때문에 이등상품 취급을
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

(4)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과제
최근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브
랜드나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
지고 있으나 국가 브랜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월드컵 개최를 계기
로 방한한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
들도 지적하는 사항이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싱가
포르, 캐나다,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월스트리트저널」
,「포
춘」
,「포브스」등 세계 유수의 경제지
에 주기적으로 국가 홍보를 위한 광
고물을 게재하여 국가 브랜드의 제고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의 효과는 이들 국가에 대한 다
국적기업의 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나
타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신경제와 지식기반
경제의 실현이라는 보편적인 국가비전
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 이미
지의 차별화에 실패하였다. 강한 미국
(Strong America)이나 유럽 요새
(Fortress Europe)와 같은 강한 이미
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전략(slogan)이
필요하다. 최근“동북아의 중심(hub)”
이라는 슬로건 역시 일부에서 제기되
어 온 넛크래커(Nutcracker)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동
북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운
영해 나가야 한다. 1980년대 초에 최
악의 불황과 함께 구조조정을 겪었던
미국은 1983년에 대통령 직속“경쟁력
위원회”
(Council on Competitiveness)
를 설치한 후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강한 국가 브랜드는 외국인투자 유
치, 해외 고급두뇌의 유치, 정치적 영
향력 행사 등에 중요하다.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는 국제경쟁력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제품과
같이 브랜드 국가(branded states)도
신뢰와 고객만족에 좌우된다. 선진국
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간
의 인터페이스를 확대하여 국가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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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비전
을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세계화전략 역시 국가 브랜
드 제고에 중요하다. 단순히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보다는 어느 지역
에서의 경제적 공헌도와 소비자 만족
도에 따라 그 기업의 브랜드가 좌우
된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편
중되어 있는 점은 문제이다. 중국시장
을 포함한 동남아시장은 한류로 공략
할 수 있으나, 미국과 북미시장 공략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이
필요하며, 현지 문화와 소비자의 취향
을 적극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본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
지 면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 신뢰기반의 확충
국가 이미지는 국가의 역사, 자원,
사람, 정책,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
의식구조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총체적인 이미지이기 때

문에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러나, “그 국가는 믿을 수 있
다”는 신뢰기반이 구축된다면, 국가
이미지는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노력은 국가의 신
뢰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신뢰기반의 구축에 있어서 기
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
관성으로서 보편타당성을 지니며 합
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
자 환경에 대한 정책이 외국인을 차
별한다거나, 경기가 부진하다는 이유
로 투자조건을 갑자기 엄격하게 바꾼
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외환 및
환율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환율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과도한 정부개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신뢰기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과 더불어 외국
인이 한국을 피부로써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내의 투자환경이므로
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투자환경은 상의하달 방식(topdown)보다는 하의상달 방식(bottom-up)으로 접근해야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환경을
개선할 때 지나치게 외국인을 의식하
여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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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는 분명하고 실
현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
있는 국가의 중장기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
다, 심지어는 같은 정권 하에서도 새
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로써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사장시키고, 자원의 낭비는 물론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
비전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정부서비스의 능률과 효
율을 높이는 것도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중요하다. 전문성과 직업의식을
제고하여 정부관료들의 자질을 높여
야 하며, 외국인은 물론 국민들에 대
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채용방식을 재
검토하고, 채용된 공무원이라도 정부
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물론 사회 전
반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서 투명성
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행을 지양
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의해
각종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패나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의 추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엔론, 월드컴
등 주요 기업들의 회계부정으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
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지적재산
권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투
자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로 회피하
는 경향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외교, 통상, 금융 등 많
은 부분에서 국가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국가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

(2) 주도적 이미지의 개발
국가의 이미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의 복합체로서 주도적 이미
지(dominant image)를 갖는 경우가
드물지만, 성공한 국가들은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강한 미국”또는“브랜
드 USA,”영국의“전통과 고급스러
움,” 프랑스의 “삶의 질과 우아함,”
독일의 “품질과 신뢰성,” 스위스의
“정밀성과 믿음,” 일본의 “소형화와
첨단기능” 등이 성공한 국가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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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를 대표적으
로 상징할 수 있는 주도적 이미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미
지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역사와
사회 전반에 누적된 궤적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
와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서도 한국을
명쾌하게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도적 이미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대표성, 정체성, 단순
성, 가시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첫
째, 주도적 이미지는 대표성과 정체성
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한국문화를 대
표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문화와 구
분되는 차별성을 보유해야 한다. 둘
째, 단순성과 가시성으로서, 이는 의
미하는 상징성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며, 시각적으로 가시
화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셋째, 인기도와 인지도로
서, 이는 지구촌에 이미 어느 정도 인
지되어 있거나 인기가 있는 내용이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호감
성으로서, 이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
여 호감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 브랜
드, 기업 이미지, 국가 브랜드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활동, 국제회의 참가, 국제행사 개최,
국제전시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 및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
내 제품의 이미지 및 브랜드를 개선
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등
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 제
약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한편, 1990년대 말부터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양문화(禪)의 접목
경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동
양문화의 대표라는 이미지 각인 전략
이 필요하다. 이러한 禪(Zen)의 개념
은 서구의 패션과 가구 등에 이미 접
목되어, 이를 활용한 제품 등이 출시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다.
제품 브랜드의 제고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디자인 경쟁
력의 강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 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도
필요하다. 국가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 이미
지는 제품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품질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엄격한 국가 품질대
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주도적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태권도의
예를 들면, 태권도에 대한 로고, 시각
적 상징물 제작,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 기념배지, 태권도 전당 건
립 등 프로그램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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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국가 이미지와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이미지의 연계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달리 기업이
나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는 다소 유
연하고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와 마찬가
지로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
다.
기업 브랜드나 제품 브랜드가 국가
기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는 거의 없으며, 국가 브랜드와 연계
되어야 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
국가 이미지와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산ㆍ
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설정
할 때 정부의 정책담당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 이미지가 기업 브랜드
나 제품 브랜드 이미지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정부가 국가 이
미지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이나 제
품 브랜드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전략
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 브랜
드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

한 점이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중요한 요인이다. 앞에
서 논의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
선이 부진한 여러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정부와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기업 브랜드나 제품 브랜드 이미지
는 국가 이미지와 연계될 때 상승효
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주도적 국가
이미지 체계 하에서 기업 이미지나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포지셔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 이미지와 마찬
가지로 주도적 기업 또는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좋
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Nokia)라
는 기업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연
계시키는 방향으로 브랜딩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
라 인터넷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랜
드의 신뢰”
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이
미지보다는 세계 소비자들이 가치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 제품,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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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관장

하는 기관은 명시적으로는 국정홍보
처 산하에 있는 해외홍보원을 제외하
고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의 거의 모든 조직이 개별적으로 국
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부, 재
정경제부, 산업자원부의 역할이 큰 편
이다. 그 결과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정책은 매우 다기화되어 있고, 기관들
간의 통합 및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는 물론 국민이나 다른 부
처에도 국가 이미지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 7월
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
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ㆍ
문화관광부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적
인 관민 합동기구인“국가이미지제고
위원회”
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가
각 부처의 기능을 적절히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
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실제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근원이 되는 각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고 기획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홍보를 위한 조직도

필요하다.
따라서 신설된 “국가이미지제고위
원회”
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실행조
직으로서 정책개발조직과 홍보조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가 이미지 제고 정책을 평
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또는 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정책방
향 및 홍보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제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최고 전
문가들의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
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이미
지제고위원회는 정책개발 조직에서
개발한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큰 방향을 결정한 후, 분산
되어 있는 각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개발 조직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활용
하고, 정책수단에 대해 부처간 의견교
환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
가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
책운용의 투명성, 투자환경, 국가신인
도 등 국가전략 전반에 관한 내용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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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조직의 개념도

자료：산업연구원(KIET).

홍보를 위한 조직은 국정홍보처 산
하기관인 해외홍보원의 현행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해외홍보원을 개편하
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조직은 “국가이미지제고위
원회”
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순수히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이미지 제고
를 위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및
그 실행조직이 잘만 운영된다면, 각종
연구기관 및 각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각
부처간에 중복 시행되는 정책을 줄이
게 되어 정책의 시너지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6. 맺음말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국가의 국제
적 위상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국가

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
요한 개념이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와 연결되기 때
문에 각국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
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는 한계
가 있다는 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가 브랜드가 역사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는 사실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리의 필요성과 당위
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
최라는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을 획득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세계적 인
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월드컵
과 같은 국제행사에서의 성공이 한국
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
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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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기반 없이는
어떤 노력도 무위로 돌아간다.
국가 이미지와 기업 및 제품 이미
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업의
높은 성과로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기
도 하고, 높은 국가 이미지로 인해 기
업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브랜드 이미
지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
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
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제품
이미지에 의해 국가 이미지가 결정되
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글
로벌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

요하다. 특히 기업환경의 개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
고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기실적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다. 국가 브랜드의 개발은 정부의 노
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
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의 참
여와 협조를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런 점에서 최근 발족한“국가이미지제
고위원회”
의 기능과 위상을 높여 실질
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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