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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와인 선택시 제품특성  어떠한 요인으로 원산지를 선호하고, 구매에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각국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고 수입되는 원산지에 따른 와인 공 업체들의 

향후 매 략과 마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설문지는 와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서울권  수도권의 일반인을 상으로 총 224부를 회수하여 분석

하 으며, 분석결과 와인의 원산지는 제품평가  품질지각과 험지각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와인의 원산지는 구매의도 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와인원산지∣제품평가∣구매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wine vendors to make future sales strategy and a marketing plan 

according to the origin of the imported wine thorough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preferences and purchase intention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onsumers who had purchased wine and 224 was 

collected then analysed. As a result, the origin of the wine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quality 

and risk perception when consumers evaluate products. Also, the origin of the wine had a 

significant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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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경제  수 의 향상과 웰빙의 향으로 건강에 

유익한 음료를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가 차 으로 퇴조하고 비

교  느리게 만들어지는 음식과 음료가 건강에 유익하

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재 와인의 한 폭발 인 열풍 

시 에 살고 있다[1]. 이는 의 건강지향 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식이요법 조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한 변화시키고 있다[2]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 는 속도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디지털 신화에 한 반작용으로 Slow food, 안단테 문

화(즉 느리게 살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

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소주 스키 등의 폭탄주로 

변되는 빠른 원샷의 독주형태 음주문화와 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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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느림문화를 표하는 음식으로 포도주 등의  

알코올 음료시장을 확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3]. 

2005년부터 2008년 국내주류 출고수량을 비교한 

황을 살펴보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랜디, 리큐르 등

은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과실주의 출고 수량은 년도 비하여 지속 으

로 증가하는 상을 볼 수 있으며, 10년  국내 주류 

출고수량을 살펴보면 다른 주류의 경우 감소추세이지

만 과실주의 경우 2.5배나 증가한 것으로[4] 향후 와인

산업의 성장을 알 수 있다. 

와인에 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와인 구

매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와

인을 구매할 시 몇 년 에는 술의 한 종류로서 와인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와인의 산지는 어

느 나라이며, 와인 랜드는 무엇인지, 빈티지는 몇 년

도인지 등을 단하여 신 하게 구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와인에 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와인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선택속성과 이들 속성에 한 국가

별 이미지가 매우 요한 요인이 되었다[5].

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특정국가의 이미지가 소

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는 것이 그 제품의 

요한 경쟁력 요소로 작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

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평가에 심단서로서 

향을 주는 생산원산지 측면의 국가이미지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6].

다시 말해, 의 소비자들은 합리 인 구매를 해 

객 인 정보를 획득하길 원하며, 제품을 평가하기 

한 리  지표로 원산지에 한 정보 조사를 통한 구

매의사 결정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상품 제조국 정보효과인 원산지 효과는 어느 나라에

서 제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행

동에 미치는 향을 일컫는 것인데, 소비자는 만족할 

만한 구매성과를 얻기 해서, 는 불확실한 험을 

이기 해서 제품의 평가 시에 제품에 한 보다 정

확하고 구체 인 이미지를 형성화 하는 것이다[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원산지 효과에 한 연구에 

기 하여 와인의 원산지가 제품평가  구매의도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를 심으로 원산지 효과의 차원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소비자들은 와인 선택시 

제품특성  어떠한 요인으로 원산지를 선호하고, 구매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각국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고 수입되는 원산지에 따른 와인 공 업

체들의 향후 매 략과 마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의 이미지는 ‘어떤 특정 국가의 제품에 한 

종합  이미지로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련이 

있는 반 인 암시  장’으로 정의 된다[8]. 한 ‘특정

국가 제품에 하여 소비자 혹은 기업가가 부여하는 심

상, 명성, 고정 념’[9] 혹은 ‘국가에 한 지각된 평가가 

제품평가를 신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한 고정 념 

혹은 국가 이미지’[10]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가 기본 인 정보를 입수하

기 곤란하거나 혼선  단하기 어려울 경우 가격이나 

상표처럼 리  지표로서 소비자의 구매에 보다 요

하게 작용하므로 더욱더 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 이미지의 개념을 보다 마  지향 으로 정

의한 Roth & Romeo(1992)[11]는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의 생산  마 의 강 과 약 에 한 소비자들

의 지각으로서, 특정국가 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형성된 체 인 지각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국가이미지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원산지 효과는 제품

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정국가와 특정 제품간

에 얼마나 합하게 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정국가와 특정 제품간에 얼마나 합하게 

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구매의도는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원산지 이미지는 제품평가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품속성 정보에 해 보다 확장된 단을 

하도록 하며, 한 국가의 제품품질이 높거나 낮다는 평

은 특정의 제품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 인 제품

정보가 없더라도 그 제품의 원산지 국가 자체가 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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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heuristic) 단의 기 이[12]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제품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

이 많으며, 원산지 효과는 그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효과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효과의 요성에 기인

한다 하겠다.

첫째, 원산지 효과는 일종의 편견으로서 소비자들이 

비교  지속 으로 갖게 된다. 특히 경험이나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는 원산지 이미지가 후 효과로서 나타

나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다른 정보를 탐색하기 

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둘째, 소비자들이 외제품을 구입할 때 모든 제품과 

그에 한 정보를 다 악하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에 한 정보는 리  지표로써 그 요성이 커

져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설명하고 측하는데 매우 

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 국제 무역량이 증가하고 기업의 로벌경 이 

확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제 인 상품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 마 의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원산지 효과에 한 부분의 연구들이 제품평가상 

원산지효과가 혹효과를 나타냄을 밝혔다. Warren J. 

Bilkey & Eriknes[14]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

품 평가시 그 제품의 3생산국의 경제발 정도에 따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생산국이 개발국인 경우, 

상 국의 국민들이나 기타 다양한 속성에 한 정  

 부정 인 태도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Johny K. Johansson, Susan P. Douglas & 

Ikujiro Nonaka[14]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각 요소에 

한 평가는 체 평가에 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혹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제품에 한 체

인 평가는 어떤 특정한 속성에 한 평가에 의해서 

향을 받으며, 특히 제품에 한 인식이나 지식이 낮

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제시하 다.

Etksikson, Johansson, & Chao(1984)[15]은 소비자가 

특정 국가의 제품에 친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이미지

가 후 효과로 작용하며, 소비자가 특정 국가의 제품에 

매우 친 할 때에는 요약변수효과로 나타나 그 제품의 

정보를 신하는 지표역할을[16]하는 요변수라 할 수 

있다.

원산지에 한 차원 변수로는 Nagashima(1970, 

1977)[17]는 가격과 가치, 서비스  엔지니어링, 고 

 평 , 디자인  스타일, 소비자들의 로 일로 나

타내었으며, Cattin, Jolibert & Lohnes(1982)[9]은 가격, 

신뢰성, 숙련도, 기술성, 성능으로 나타내었으며, Han 

& Terpstra(1988)[18]은 기술수 , 품격, 숙련도, 경제

성, 서비스능력으로 원산지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 다.

원산지 효과에 한 연구는 실제 인 상품의 평가 과

정에서 정 인 향을 증  시키고 부정 인 향을 

이기 한 특성을 찾아야 하며, 이런 특성이 구매의

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품평가

원산지 효과가 제품평가에 다양한 향을 미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각  

품질지각, 가격지각, 험지각을 심으로 연구하 다.

첫 번째로 제품품질이란 제품자체의 물리  속성이

나 기능과 련된 객  품질과 그 제품 자체의 물리

 속성이나 기능에 한 구매자 개인의 지각과 련된 

주  품질로 구성된다[19]. 이런 주 인 품질은 지

각된 품질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정 랜드의 

품질 수 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며, 지각된 품질은 랜드, 제품

이미지, 고 등에 의한 평가 측면에서 소비자 각자가 

느끼는 주  품질[20]로 정의하고 있으며, Zeithaml 

(1988)[21]은 련 연구를 고찰하여 지각된 품질을 소비

자가 인식하는 제품에 한 반 인 우월성 혹은 우수

성에 한 소비자의 평가라고 정의하 으며, 지각된 품

질은 객  는 실제 품질과는 다를 수 있고, 특정한 

제품속성보다는 더욱 추상 인 개념이며, 어떤 경우에

는 태도와 유사한 추정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지각된 품질에 향을 미치는 속성으로는 Jacoby & 

Olson(1985)[22]는 제품자체의 물리  속성(맛, 성능, 

색, 음질 등)과 제품풀질 자체와 련이 없는 외 인 속

성(상표, 가격, 포 이미지 등)의 물리 인 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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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하 으며, Tse & Lee(1993)[23]은 국가의 정보

가 제품평을 평가하는데 유의한 향을 끼친다고 제시

하고 있다.

한 Chao(2005)[24]은 국가의 정보는 제품의 질을 

인지하는데 향을 끼치며, Insch & Mcbride(2004) 

[25]은 원산지를 조립국, 디자인국, 부품 생산국으로 구

분하여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에 끼치는 향에 해 연

구하 다. 

두 번째로 지각된 가격은 객  가격에 한 소비자

의 주 인 가격을 의미한다.

가격이란 제품을 구입하고 지불하는 화폐가치로  소

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 

는 사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가치에 해 지불하는 

가라고 할 수 있다[26].

가격의 경우 가격은 객  가격과 지각된 가격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22]. 객  가격과 지각된 가격

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각의 차이

들은 많은 연구에서 규명되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원산지 이미지가 낮은 국가에서 생

산된 제품에 해 더 많은 험을 느끼며, 정 인 이

미지를 가진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들의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27].

마지막으로 지각된 험은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한 불확실성을 지각하는 것이다.

Bauer(1960)[28]은 소비자가 주 인 생각을 가지고 

구매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상황에 하여 지각하는 심리 인 험을 말하며,  

Cox(1967)[29]은 지각된 험을 구매 지요인의 하나

로 보았으며, 소비자는 구매목 의 불확실성, 구매목

의 허용수 과의 일치여부, 구매결과의 만족여부에 따

라 험지각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구매와 련된 불확실성에 하여 Schiffman & 

Kanuk(1994)[30]은  손실에 한 재무  험, 

제품이 미칠 신체  안 에 한 험, 제품성능에 

한 기능  험, 사회  험, 심리  험, 시간손실 

험으로 구분하 다. 이와 유사하게 재무, 시간, 심리, 

해, 자아, 사회 등의 험으로 분류되는 연구도 있다.

원산지 표시제에 한 험지각이라 함은 식품의 원

산지 표시의 국가별 인지  신뢰성, 정보에 따라 안

식품과 험으로 분류해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31].

3. 구매의도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기된 혹은 계획된 미래의 행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 로 옮겨질 확

률이라 할 수 있다[32].

한 구매의도는 지각된 품질의 외부  효과를 측정

하기 해 사용되는 소비자의 행동변수라고도 하며

[33],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마 에서는 종속변수로써 주로 다 지는 개

념이다.

구매의도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로 문제인

식, 정보탐색, 선택 안들에 한 평가, 구매, 구매 후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Runyon(1980)은 "사람들이 경

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련하여 계획을 하고 구

매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와인 구매행동의 연구도 일반 소비자 행동의 단계처

럼 구분될 수 있으며, 소비이  단계는 주로 욕구인식, 

정보탐색, 선택 안 평가 등에 한 분석, 구매단계에서

는 와인 소비상황, 구매장소, 음용이벤트, 와인소비 등

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산지와 구매의도 선행연구에서 원산지국가는 소비

자의 제품구매의도에도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한 원산지는 자동차나 자제

품과 같은 고 여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커피와 빵과 

같은 여 제품에서도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7]. 한 보험과 연회서비스 분야에서

도 원산지 국가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며,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구매의도의 계에 여도가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 졌다[34]. 

Hui & Zhou(2002)[35]은 원산지국가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원산지국가가 구매의도에 직 으로 향

을 미치기보다는 제품평가를 통해 간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국가이미지는 랜드

자산에도 향을 미치며, 이들의 계는 정보, 근성, 

제품 친 성, 감정  선입 , 제품의 요성, 제품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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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n=224)

성별
남 108(48.2%)

직업

학생 62(35.2%)

여 116(51.8%) 관리사무직 34(19.3%)

결혼
여부

미혼 132(59%) 자영업 12(6.8%)

기혼 92(41%) 전문직 20(11.4%)

연령
20~29 80(35.7%) 서비스업 42(23.9%)

30~39 105(47.3%) 기타 6(3.4%)

잡성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밝 졌다[36].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1) 원산지와 제품평가간의 관계

원산지와 품질지각은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 

Hong & Wyer(1989)[37]는 원산지에 한 단서를 제공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원산지 국가에 한 이미지는 

물론 그 국가에 제공되는 제품의 품질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자체가 가진 속성보다는 

호의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제품이 비호의

인 국가의 제품보다 우수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나타

났다.

Tse & Lee(1993)[23]은 국가의 정보가 제품평을 평

가하는데 유의한 향을 끼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Chao(2005)[24]은 국가의 정보는 제품의 질을 인지하는

데 향을 끼치며, Insch & Mcbride(2004)[25]은 원산

지를 조립국, 디자인국, 부품 생산국으로 구분하여 소비

자의 지각된 품질에 끼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원산지와 가격지각은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이미지가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 더 많은 험을 느끼며, 정 인 이미지

를 가진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그들의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27]고 연구하 다.

험지각 한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 식품의 

안 과 련하여 잠재 인 험이 따를 때 일치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한 련된 가능성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험보다는 불확실성을 지각하

며,  잠재 인 심각성에 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경이 

있다[38]. 이러한 이유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의 국가별 

인지  신뢰성, 정보에 따라 안 식품과 험으로 분

류해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가 제품평가에 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 와인 원산지는 제품 평가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2) 원산지와 구매의도간의 관계

원산지와 구매의도는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 

Lin & Chen(2006)[34]은 서비스 분야에서 원산지 국가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며, Ahmed et 

al(2004)[27]은 고 여 제품뿐만 아니라 여 제품에

서도 원산지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인 원산지가 구

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H2 : 와인 원산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와인은 구매한 경험이 있는 서울

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하 으

며 본 조사는 200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한 달간 와인 원산지의 제품평가  구매의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250부  측정항목에 한 

무응답과 불성실한 설문 26부를 제외한 224부를 이용

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실증분석 하 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보면 남성이 78명

(44.3%), 여성이 98명 (55.7%)을 차지하 고 이  20  

94명(53.4%), 30  50명(28.4%)으로 2․30 가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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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음용국가

프랑스 69(30.8%) 

이탈리아 22(9.8%) 

미국 24(10.7%) 

칠레 71(31.7%) 

독일 3(1.3%) 

호주 16(7.1%) 

스페인 5(2.2%) 

아르헨티나 3(1.3%)

남아공 3(1.3%)

기타 8(3.6%) 

음용장소

고급레스토랑 14(6.3%) 

 패밀리레스토랑 30(13.4%) 

호텔 15(6.7%) 

와인전문바 66(29.5%) 

기타레스토랑 33(14.7%) 

주류전문점 23(10.3%) 

기타 43(19.2%) 

지불가격

3민원이하 47(21.0%) 

3-5만원 83(37.1 %)

5-8만원 61(27.2%)

8-10만원 18(8.0%) 

15-20만원 14(6.3%) 

20만원이상 1(0.4%) 

음용빈도 

1년에 4~5회 44(19.6%) 

두 달에 1회 36(16.1%) 

한 달에 1~2회 63(28.1%) 

한 달에 2~3회 35(15.6%) 

한 달에 3~4회 14(6.3%) 

한 달에 4~5회 10(4.5%)

일주일에2~3회 22(9.8%) 

음용목적

기념일축하 60(26.8%)

음주 생활변화 15(6.7%) 

와인선호 86(38.4%) 

사교를 위해서 30(13.4%) 

음식과 조화 16(7.1%) 

사업상 94.0%) 

주변인요구 83.6%) 

요인명 요인변수
요인
재량

분산
비율

제
품
품
질

품질
지각

구매시 기대한 품질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 .766 25.146

구매시 잘못 선택했을까 염려 .758 

구매시 맛에 대한 염려 .695 

구매시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 불안 .674 

구매시 생각한 이미지와 맞지 않을까 염려 .579 

위험
지각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충분 .684 20.405

색이 중요 .653 

주요리와의 조화가 중요 .652 

와이너리 이미지가 중요 .651 

상표 이미지가 중요 .636 

향이 중요 .630 

맛이 중요 .559 

가격
지각

세일 기간 중 구입 .692 13.441

세일 광고 집중 .680 

할인매장 주 이용 .630 

가격 중요 .230 

원산지

와인의 원산지 명성 중요 0.879 65.831

와인의 전통성 중요 0.836 

와인의 원산지 인지도 중요 0.834 

와인의 원산지 이미지 중요 0.812 

와인 원산지에 유명한 와이너리 유무 중요 0.787 

40~49 33(14.7%)

연
평균소득

2000만원미만 42(18.8%)

50~59 4(1.8%) 2000~3000 55(24.6%)

60이상 1(0.4%) 3000~4000 60(26.8%)

교육
수준

고졸 4(1.8%) 4000~5000 24(10.7%)

A 46(20.5%) 5000만원이상 43(19.2%)

B 142(63.4%)  * A : 전문대재학및졸업
   B : 대학재학및졸업
   C : 대학원이상C 32(14.3%)

2. 표본의 와인음용 형태

와인 음용의 특성으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칠  71

명(31.7%), 랑스 69명(30.8%)순으로 나타났으며, 음

용 장소로는 와인 문바가 66명(29.5%), 가정이 43명

(19.2%), 기타 스토랑(14.7%), 순으로 나타났다.

지불가격으로는 3-5만원이 83명(37.1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용빈도로는 한 달에 1~2회(28.1%) 정도 와

인이 마시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음용목 으로는 와

인을 선호(38.4%) 하여 마신다고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외식행태

3.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을 하 으며, 변수들의 상 계를 이용하여 

본래의 변수들이 갖는 의미를 최 한 보존하고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직각회 의 베

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 다. 고유값 (eigen 

value)은 1보다 큰 것을 요인화 시키고 요인범주내의 

속성결합이 내  일 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내  일 성 검정을 실시하여 신뢰도 (Cronbach's 

ɑ) 값을 실시하 다. 

표 3. 제품 품질에 대한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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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원산지 기술발전 중요 0.782 

와인의 원산지 양조 기술 숙련도 중요 0.742 

구매의도

타인에게 이 원산지 와인 긍정적 구전 0.940 80.576

타인에게 이 원산지 와인 추천 0.923 

향후 이 원산지의 와인 지속 구입 0.909 

구매 후 음용한 원산지의 와인 전반적 만족 0.865 

다음 구입시 이 원산지의 와인 우선적 고려 0.848

 * a : Varimax 회전 후 아이겐 값이 1을 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음.

[표 3]에서 요인 1은 구매시 맛에 한 염려, 기 한 

품질 염려, 잘못된 구매선택, 경제  손실, 생각된 이미

지와 맞지 않는 염려에서 높은 재량을 나타내고 있으

며 요인명을 품질지각으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제품

의 맛, 향, 색, 주 요리와의 조화, 비용지불가치, 상표 이

미지, 와이 리 이미지에서 높은 재량을 나타내어 요

인명을 험지각으로 명명하다. 요인 3는 가격의 요

성, 세일기간  와인 구입, 세일 고, 상설매장에서의 

구입에서 높은 재량을 나타내어 요인명을 가격지각

으로 명명하 다. 

4. 가설검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와인원산지와 제품평가 회귀분석

(1) 와인 원산지와 품질지각 회귀분석

와인 원산지와 제품평가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와인원산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품질지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으며, 회

귀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하여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89.513이고, 설명력

(R Square)은 .288(28%)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00

으로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와인 원산지는 품질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인 원산지가 품질지각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4. 와인원산지와 품질지각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value sig

품질
지각

(상수) 5.340  - 102.606 .000

와인 원산지 .493 .537 9.461 .000*

* p<.001, R
2
 = .288, F = 89.513, P-value = .000

(2) 와인 원산지와 험지각 회귀분석

와인 원산지와 제품평가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와인원산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험지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으며, 회

귀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하여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78.955이고, 설명력

(R Square)은 .263(26%)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00

으로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와인 원산지는 험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인 원산지가 험지각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와인원산지와 위험지각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value sig

위험
지각

(상수) -.002  0.030 .976

와인 원산지 .513 .513 8.886 .000*

*p<.001, R
2
 = .263, F = 78.955, P-value = .000

(3) 와인 원산지와 가격지각 회귀분석

와인 원산지와 제품평가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와인원산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격지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으며, 회

귀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하여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78.955이고, 설명력

(R Square)은 .167(16%)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120

으로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결과 와인 원산지는 가격지각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와인원산지와 가격지각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value sig

가격
지각

(상수) 4.607 - 70.570 .000

와인 원산지 .167 .167 2.529 .120

*p<.05, R
2
 = .167, F = 78.955, P-value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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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인원산지와 구매의도 회귀분석

와인 원산지와 구매의도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와인원산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으며, 회

귀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하여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42.794이고, 설명력

(R Square)은 .402(40%)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00

으로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와인 원산지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인 원산지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7. 와인원산지와 구매의도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value sig

구매의도
(상수) 8.420  - .000 .1000

와인 원산지 .402 .402 6.542 .000*

*p<.001, R
2
 = .402, F = 42.794, P-value = .000

I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는 건강 지향 인 삶을 추구하면서 일

상생활 속에서 음주문화 한 식이요법 조 의 하나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와인은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

서 건강 붐과 웰빙 추세에 기인하고 있다[2].

한 시장의 로벌화로 와인의 진입장벽 등 무역장

벽들이 낮아지고 있는 경쟁상황에서 기업이 경쟁우

를 갖기 해서 국가간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제품의 

평가에 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하나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가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 로 와인의 원산

지 한 제품평가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나타내

는지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와인 원산지는 품질지각과 험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의 경우 원

산지에 따른 맛이나 향, 색이 달라질 수 있고, 상표 이미

지나 와이 리 이미지 등의 명성이 제품을 평가하는 기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와인의 경우 구매한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제

품으로 소비자들은 맛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험, 

본인이 기 한 품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인을 구매하기 때문에 항상 험지각을 느낀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와인 구매시 원

산지에 한 향을 받으며 제품 선택시 원산지의 정보

나 명성에 따라서 구매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인 원산지는 가격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는 높은 가

격은 좋은 원산지 와인이라는 상 성이 존재하 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재육성, 명성 있는 와이 리에서

의 세컨드 와인생산 등으로 인하여 좋은 와인들이 보편

화되고 평 화되고 있으며, 한 소비자들은 와인 구매

시 개성이나 음용 목 , 음식의 조화와 같은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하여 와인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따른 가격지각은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와인 원산지에 따른 구매의도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와인을 구매

할 경우 과거 음용한 원산지에 따른 와인의 구매의도나 

추천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른 와인 

구매의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반 인 원산지에 한 연구들을 

세분화하여 와인 원산지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향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효과를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와인 원산지가 제품평가  구매의도간의 

향 계를 조사하는 연구로 몇 가지의 문제 과 한계

을 노출하 다. 첫째,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연구 분야로 문헌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논

리 이고 객 인 연구를 해 후속연구자들은 해외

자료를 통한 조  더 체계 인 문헌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  결론들을 도출 하

으며 불특정 다수를 연구 상으로 조사하 지만, 샘

의 수가 많지 않아 이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지역 한 조사  국

이거나 표본의 수를 늘여 일반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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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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