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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브랜드 (Nation brand): 특정 국가의 명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 한국의 국가브랜드: 한국(Korea), 태극기, 애국가 등 
- 국가 브랜드 가치: 긍정적 가치를 가진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과 부정적 가치를 가
진 국가 브랜드 디스카운트로 나뉨 
-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의 효과: 경제적 효과(원산지 효과 획득 가능, 해외 시장에
서의 경쟁력 증대 등), 사회적 효과(국민 결속력 증대,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선진
적 문화 환경 조성 가능), 정치적 효과(국가 위상의 상승, 국가 원수의 대외 활동 원
활화) 
 
- NBP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  

SIE(Seminar for Intellectual Exchange)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정기적으로 주관하여 전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 세미나입니다.  
 

국가브랜드 연구의 3단계: 모델개발(국가 브랜드 개념 구축), 국가 브랜드 가치평
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개발 

Seminar for Intellectual Exchange 
 



2.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2020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 

3. 가치 제고 

국가브랜드 가치/가격 프리미엄 제고 필요 

산업정책연구원(IPS)는 
각계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기업 전략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역사의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 및 디자인경영, 경쟁력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09년→2014년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폭은 약 88.7%, 
2014년→2020년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폭은 약 19.1%였으
며, 2009년→2014년 가격 프리미엄 상승폭은 약 6.4%, 
2014년→2020년 가격 프리미엄 상승폭은 약 3.4%로 국가
브랜드 가치와 가격 프리미엄 모두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
석됨. 

(단위: Million, USD) 

2020 가격 프리미엄 결과 

심리적 친근도 제고 필요 

- 심리적 친근도는 2018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관계는 2018년 2위에서 10위로 하
락하였으며, 경험도는 22위에서 24위, 인권은 11위에서 17
위로 하락하였음. 

국가브랜드 전략 활동 강화 필요 

- 2020년도는 정부, 기업, 국민, 민간단체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국가브랜드 전략평가가 상승하였음. 특히 전략주체로서 
한국 기업과 국민은 각각 3, 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랭크됨.  기업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2019년 비교 1년만에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상장지수펀드 제외)가 10계단 상승하여 2020년 초 18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2019년에 발표한 전세계 '디지털 선도 기업' 순위에서 3위에 올랐음. 국민 측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의 쾌거를 이루었고, 보이그룹 BTS는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기념 공연을 했고, ＇다이나마이
트＇ 앨범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사상최초로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무대에서 K-Pop 활약이 두드러짐. 

코리아 프리미엄 제고 필요 

- 제품 가격에 대한 문항인 프라이스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2.67로 14위를 차지하여 2018년 12위에 비해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1위는 2018년과 동일한 스위스가 차지함($14.50). 이는 1위 국가인 스위스가 $14.50로 
판매할 때, 한국은 $12.67로 판매해야 제품이 팔린다는 것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