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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 간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영

상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문화계발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수용자들은 능동적으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태도 및 행동이 형성된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영상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태도, 구

매의도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되었으며 문화간 커뮤니케이

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 변수로 문화적 근접

성, 자민족중심주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한류현상의 중심인 한

국 영상 콘텐츠가 중국 20대 여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인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적용해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

동이 중국 20대 여성의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문화계발효과

이론, 문화적 근접성,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등 개념에 대해서 고

찰하였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

국 20대 여성 중에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경험이 

있는자를 3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

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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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되었다. 즉 한국 영상 콘텐츠 시

청시간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시청편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

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

이의 자민족중심주의의 부정적인 조절역할을 확인되었다. 셋째, 문

화적 근접성은 두 가지 요인 경험적 근접성과 심리적 근접성을 도

출되었으며 선행연구가 검증되었다. 또한 심리적 근접성이 경험적 

근접성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심리적 

근접성은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

제품 태도 사이에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자민족중심주의가 억제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패션제품 

구매의도 방해요인에 따른 태도와 구매의도 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가격 인식은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한국 패션에 대한 정보부족 인식은 태도와 구매의

도 사이의 긍정적인 영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한

국 영상 콘텐츠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마케

팅 도구로서 중국 젊은 여성 소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영상 콘텐츠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 기업들에게 한국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다. 중국 20대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국 젊

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더 많은 문화적 동감과 호응을 얻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젊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민족중심주의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시장 내 자민족중심주인 정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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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 패션제품 태도, 패션제품 구매의

도,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적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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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한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미, 남

미, 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음악, 드라마, 패션, 

게임, 헤어스타일 등)에 대해 선호하는 문화현상이다(조혜영, 2002). 

1990년대 중국에서 촉발된 한류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

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의 한국 

영상 콘텐츠가 한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역이 넓어져 한국과 관련된 음식, 패션, 게임 등으로 확산되며 사

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정민 외, 

2005). 

중국의 문화가 개방되고 특히 인접한 한국과 교류가 활발해 지

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와 연예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국 신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수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재은, 박길순, 

2004). 한국 드라마, 영화, K-pop 등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수출이 증

가함과 동시에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 한국상

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과 의류는 드라마 출연자나 가수

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닮고자 하는 한류팬들이 증가하면서 큰 

수출효과를 보고 있다(김주연, 안경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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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중국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

를 통해 한국에 호감을 느끼는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연예인들의 

패션을 동경하면서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졌다. 일

부 중국 신세대들에게 한국 대중문화 모방(음악, 의류와 전자제품등)

의 소비는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된다(왕홍연, 2006).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패션 분야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영상 콘텐츠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패션제

품 태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류현상의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양유동, 

김순아, 이영선, 2011; 이재록, 구혜경, 김성일, 2011). 장영(2003)

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

국의 문화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패션 스타일과 연예인을 

선호하며 드라마 출연자의 외모와 패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운영(2006)은 한류의 접촉 전과 후의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와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비교한 결과 한

류 접촉 후에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이며 한국 제품

에 대한 구매의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민 외 (2005)는 

한류 확산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중국의 경우는 현재 3

단계로 한국 기업이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을 진행하여 화장품, 전자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

태라고 하였다. 

한류의 발생 배경 및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 한국 영상 콘텐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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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V 프로

그램 같은 영상 콘텐츠의 수입은 중국정부의 수입억제정책 때문에 

통제되어 있지만 인터넷이 급성장하고 중국 젊은층이 온라인 서비

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외국 TV 프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안영해, 2008). 즉 중국인의 한

국 영상 콘텐츠 시청경로가 다양화되면서 한국 영상 콘텐츠의 영향

력이 젊은 층에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여성 소비자에

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중국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한국 드라마 시청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한국 드라마 시청 경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터넷을 선호했고, 남

성은 여성에 비해 T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왕일림, 2011). 

주단양(2007)은“중국 내에서 한국스타는 대부분 젊은 층의 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0대 위주에서 20~30대 구매 주도층의 한류

현상으로”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의류시장은 여성

복이 의류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 중에

서도 20세에서 35세 사이 여성들의 의류 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na apparel market, 2011). 한류에 대한 관심은 20

대 여성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상 콘텐

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준웅(2003)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조절 변수로 문화적 근접성, 자민족중심주의를 제안하

였다.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은 문화간 대중 매체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다(Straubhaar, 1991). 

시보청(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를 좋게 평가하여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같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영상 콘텐츠 수용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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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민족중심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알려져왔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외국 제품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

지고 있다(Baughn & Yaprak, 1993). Balabanis and 

Diamantopoulos(2004)는 자민족중심주의가 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박성영 외 (2009)는 자민족

중심주의 성향은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

증하였다. 따라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고찰할 때 문화적 근

접성과 자민족중심주의 조절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현상의 중심인 한국 영상 콘텐츠가 중국 20

대 여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영상 콘

텐츠 시청이 중국 20대 여성들의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중국 

20대 여성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의 소비행동에 따라 한국 영상 콘

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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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문화계발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야기, 이미지, 주제 그리고 메시지 내부에서 반복되어 제시되는 패

턴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미디어 수용자들은 능동적인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세계관 또는 태도를 

계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안영해, 2008). 따라서 영상 콘텐츠 내에 

나타난 각종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및 제품구매와 같은 소

비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조절 변수로 문화적 근접성, 자민족중심주의를 함께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외국 패션제품 구매 과정에

서 정보 획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방해요인이 예

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적용해 한국 영상 콘텐츠 소

비행동이 중국 20대 여성의 한국패션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

행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에서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

도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근접성과 

자민족중심주의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중국 20대 여성들이 한국 패

션제품 구매 방해요인의 조절 영향력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

째, 한류에 관련된 모두 콘텐츠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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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중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연구 대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한류의 대중문화현상이나 한류 콘텐츠

가 국가 이미지나 수출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었으나, 한국 영상 콘텐츠 및 패션 소비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을 바탕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중국 20대 여성들의 패

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성향이 높은 연령층인 중국 20대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넷째, 중

국의 젊은 여성 소비자가 가진 문화적 근접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수준에 따른 한류콘텐츠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술

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 한국 패션제품 가격에 대한 인식과 

쇼핑정보 부족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20대 여성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패션기업의 상품기획 및 판매전략, 마케팅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

을 창출하였다는 면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타국

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행동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된 소비제

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관련 변인의 

효과를 고려하여 규명하였다는 면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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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의 한국 영상 콘

텐츠 소비 행동에 따른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힌 뒤 본 연구의 목적과 구

성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

찰하여 이를 토대로 문화계발효과이론, 문화적 근접성, 자민족중

심주의,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 구

매 방해요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구성된 연구모형,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설계에서는 제 2 장 이론적 배경을 통

해 제시한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한 측정도구, 측정항목,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문제를 밣히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

여 기술하였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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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문화계발효과이론에 대한 고찰 

 

1.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의 개념  

 

문화계발효과이론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이론의 

하나로 매스 미디어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상(像) 내지는 

관념을 구성해 주는 중대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이론이다(차배

근, 2004). 문화계발이론은 사람들의 인식, 태도, 가치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박천

일, 강형철, 안민호, 2004. Walter Lippmann(1921)은 “우리 머

리속에 있는 상(像)들은 주로 매스 미디어로부터 얻고 있는 상

(像)들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세계의 관념 구성 문제에 대한 대중문화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차배근, 2004. 유럽

학자들은 매스 미디어의 상징적 내용과 제도화된 사회질서

(institutionalized social order)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매스 미디어의 내용이 지배적 현실세계에 대해 “머리 

속 그림”을 정당화하고 사회현실(social status quo)를 유지시

킨다는 주장이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자들은 유사한 주

장을 제시하였는데 예컨대 Theodor W. Adorno and Max 

Horkheimer(1972)는 “대중문화는 일중의 경제적, 정치적, 권

력의 지원을 받고 문화산업에 의해서 만드는 경제적 상품”이라

고 하였다. 즉 이러한 매스 미디어 “상의 내용”을 강화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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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객관적인 사회현실이 왜곡되어지고 인간들의 상에서 형성된 

의식을 형성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한편 George Gerbner를 비롯한 미국학자들은 사회 학습이

론을 근거로 실증주의적 입장으로서 “매스 미디어, 특히 영상 

콘텐츠는 인간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에 관한 주 정보원

(main sources of information)으로서, 그것은 사회의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과 의식에 중대하고도 폭 넓은 영향을 준다”

는 주장이다(Gerbner, Gross, Signorielli & Morgan, 1980). 미

국학자들이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Cultural Indicators(문화지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텔레비전의 시청이 현실세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Gerbner and 

Gross(1978)는 “문화지표연구”에서 메시지 체계분석와 계발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중시청자와 경시청자 그룹 간의 차이를 비

교분석해서 문화지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

자들은 매스미디어가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관념형성에 중

요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소비자

들을 매스미디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현실에 대해 

그들의 ‘머리 속 그림’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시청형태가 다양해지고 새

로운 매체의 등장이 가속화 됨에 따라 문화계발이론의 적용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계발효과 연구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으로서 간주된 텔레비전에 주

목했왔다. 앞으로 인터넷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데 개입하는 

가장 일상적인 매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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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한 사회적 현실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준웅과 장현미(2007)는 문화

계발효과 이론을 인터넷 이용에 적용시켜, 인터넷 이용 시간과 

현실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터넷 문화계발효과이론이 검증되었다. 이 외에, 문화계발이론

을 적용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TV프

로그램들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

져 왔다. 심정욱(2007)은 뮤직비디오 시청량도 청소년의 현실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Carveth and Alexander (1985)의 연구에서 미국 남부대학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연속극(soap opera)을 시청하는데 

텔레비전 노출정도와 실제사회의 인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연령, 학업성적, 성별, 자아개념(self-concept)등을 주축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자아개념이 낮을 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일연속극에 투사된 대로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텔레비전이 시청자들의 사회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적용 

 

하종원(1993)에 따르면 문화계발효과에 대해서는 각 연구

들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른데, 이들의 입장은 크게 세가지, 즉 

강효과론적 관점(powerful effect approach), 개인별 특성차이 

관점(individual difference approach) 그리고 인지론적 입장

(cognitive approach)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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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과론적 관점과 개인차적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강효과론적 관점(Powerful Effect Approach) 
 

 

강효과론적 관점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극-반응(S-R)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 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를 크고 강력한 것으

로 보는 주장이다. 강효과론적 관점은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크

게 일반적(general) 효과론과 차별적(differential) 효과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효과론 만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이 이론의 입장은 자극 반응의 관점을 바탕으로 매스 미디

어가 강력한 문화계발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주장에 의하면 미디어는 대체로 단기적 개인적 효과

보다 장기적 사회적 효과를 지닌다. 

 Gerbner(1986)의 연구에 따르면 매스 미디어, 특히 TV

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문화계발효과를 지니고 있다(하종원, 

1993). 영상 콘텐츠는 원래 편재성과 내용상의 일관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메시지를 전송할 때 처음에 강력한 효과

를 보이지 않아도 장기적 누적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Gerbner et al.(1986)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는 현대인들의 

주변 도처에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그 메시지 내용들은 

매우 안정적이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마련이

고 그 누적적 효과는 크다”는 것이다. 

문화계발효과의 강효과론적 입장들은 텔레비전 중시청자와 

경시청자의 비교에서 시작하였는데, 미디어가 ‘획일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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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message)를 송신하면 시청자는 ‘습관적’(habitual) 

‘비선별적’(nonselective exposure)으로 메시지에 노출되어 

TV 프로그램의 유형과 관계없이 총 시청량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된다.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은 중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이 묘

사하는 현실에 가까운 편형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Gerbner & Gross, 1976; Morgan & Singorielli, 

1990). 

이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는 Gerbner et. al (1971)의 TV시

청과 폭력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청자의 연령, 성별,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중시청자와 

경시청자 사이에 TV 프로그램 시청과 현실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시청량을 기준으로 중시청자(heavy viewer)와 경시청자

(light viewer)를 나누었을때, 중시청자가 경시청자보다 텔레비

전을 통해 묘사된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적으로 보면 텔레비전이 현실에 대해 수용자의 인식을 

비롯해 가치, 신념, 태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준웅, 장현

미, 2007; 황인성, 1996). 김소영, 정예슬, 조정(2010)은 중국 

내 한국문화 상품 소비자를 선호형, 무관심형, 마니아형, 반짝형

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중에서 마니아형은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및 대중음악의 소비 빈도와 소비량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 대중문화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미디어에서는 ‘배우 외모와 연기’, ‘출연자 스타일’, ‘가

창력(댄스)’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짝형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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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빈도와 소비량이 ‘마니아형’ 이나 ‘선호형’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아지만 한국 대중문화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나고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면 문화 상품 

소비가 증가하는 유형이다. 유세경, 고민경(2006)는 중국의 인

민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행위에 따

라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청량에 

따른 집단 간 한국, 한류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청

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보청(2003)의 연구 결과 한국 TV 드라마 시청량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과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더 가깝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웅(2007)의 연구에서 중국과 일

본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 TV 드라마 시청이 제작국인 한

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드라마 

시청량이 증가할 수록 한국에 대한 호의적 연상, 정서적 태도, 

행동의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유동, 이영선, 김순아

(2010)는 중국 대련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한국 무형문화상품(스타, 가요, 드라마, 영화)선호도와 한국 패

션상품 선호도 및 한국 패션상품 구매의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스타, 영화, 드라마의 선호도는 한국 패션상

품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패션

상품 선호도는 한국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강효과이론 및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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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중국 20대 여성들은 한

국 영상 콘텐츠 소비수준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태도나 행동

의도가 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문화 수용자의 개인별 특성 차이 관점(Individual 
Difference Approach) 

 

개인차이론은 자극(S)-유기체(0)-반응(R)의 견지에서 수

용자(시청자)들의 개인차를 문화계발효과의 매개변인으로 간주

하는 입장이다. 관점의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개인차가 구체적으로 어떤한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차이론의 기본가정을 살펴보면 “수용자 개인의 심리적 

개인차이에 따라 매스미디어와 그 내용을 다르게 수용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내세웠다(팜티타잉튀, 2010). Hall(1980)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개인 속성, 사회적 직위, 상황에 따라 텔레

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름대로 해석한다. 이러한 선별성은 수용자 개인의 인지에 그 바

탕을 두고 있는데, 각 개인의 다양한 인지적 특성은 다양한 태

도, 가치관, 욕구, 그리고 학습을 갖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텔

레비전의 모든 내용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개인속성에 부합하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접촉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Weaver & 

Wakshlang, 1986).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들의 문화계발효과는 시청자의 개인 속성이나 개인 경험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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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변인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시청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효과의 강도도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팜티타잉튀, 2010). 

이러한 개인차는 시청자 개인들의 개인적 경험과 인구통계

학적 또는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까지를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하종원, 

1993). 이것이 시청자들의 TV시청동기, 가치와 태도, 개인적 

경험과 관심 등을 부여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 영

상 콘텐츠 내용물을 해석하고 변형시키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H. M. Newcomb, 1984). 

본 연구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의 문화계발효과를 정교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개인의 특성 요인들을 고려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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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은 문화 간 대중매체 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다. 문화는 “인

간의 활동 과정을 통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심석태, 2003). 이러한 문화는 사회환경에서 볼 

때 가정, 학교,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되며 그 속에는 사

회에 관한 가치, 규범, 상징, 정보 등이 포함되게 된다.  문화적 

근접성은 영상 콘텐츠 내에 배경, 내용에 포함된 지리적, 언어

적, 역사적 요소 등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공감으로 정의된다(류희진, 2013). 

70-80 년대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통을 분석하면서 문화적 

근접성 개념을 아시아 지역에 적용한 유세경과 이경숙(2001)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

화적 근접성의 실체를 밝히려 했고, 드라마의 형식과 내용을 통

해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근접성을 해석해내고 있다.  

중국 수용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 바로 문화적 근접성이다. 많은 선행연구

들을 통해 해외 영상 콘텐츠를 수용를 설명하기 위한 문화적 근

접성은 주요 개념으로 적용되어 왔다(류희진, 2013). 최윤정

(2011)은 소비자가 특정 국가의 문화에 대해 근접성이 높을 때 

해당 국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반면에 문화적 근접성이 낮을 때 

해당 국가의 문화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외의 학자들은 문화적 근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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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지리적 요소, 언어적 요소, 종교, 

인종, 역사, 사회, 가치, 유머, 생활방식과 같은 요소가 주로 다

루어졌다(류희진, 2013). 지리적 요소는 문화적 근접성의 구성 

요소 중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리가 가까운 나라일수록 문

화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으며 영상콘테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신아람, 2010). 언어적 요소는 영상 콘

텐츠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언어권

을 가진 나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수용자들이 친근감과 선호

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시청자들은 다른 조건이 같

다면 친근한 문화적 메시지를 담긴 자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류희진, 2013). 

장정요(2013)의 논문에서 경험적 근접성과 심리적 근접성

의 차원 분류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한국어 

사용, 한국 방문, 체류경험, 한국인 친구, 한국 생활방식에 익숙

한 정도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의 수준을 “경험적 근

접성”으로 명명하였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 문화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심리적 근접성”

으로 명명하였다. 장정요(2013)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심리적 동경이나 호감도를 높게 가질수록 한

국 패션제품 이미지에 대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한국 방문, 체류, 한국어 수준 등 경험적 근접성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영상 콘텐츠와 문화적 근접성에 대해 규명한 선행연구

가 있다. 손명화(2001)는 한국과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노

출된 중국인들의 문화계발정도를 검증하였다. 중국인들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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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속성, 텔레비전 시청량 및 시청행위의 적극성이 한국문화 

및 외국문화에 대한 심리적 친 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한국 프로그램과 외국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해서 

텔레비전에 비취진 한국과 외국의 모습이 실제 한국 및 외국의 

현실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시청자는 중국문화와 다른 외국

문화를 비교할 때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해 심리적 친 감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인은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 경로도 다양화하고 있다. 한국콘

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다르면 중국은 한국 방송 콘텐츠를 수입하

는 주요 수입국으로, 드라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예

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K-POP의 열풍에 힘입어 수입된 방송 프로그램을 수동적으

로 시청하는 데에 더 나아가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

원, 2012).  

한류의 수용자들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선진문화, 민족정신, 

효도와 경로사상이 있는 국가로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수용자들은 한류 드라

마 텍스트에서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전통적 문화에 대한 가치

에 공감하고 있다(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허진(2002)은 실

증 조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지닌 현대성과 문화적 근접성, 

신선함, 동양적인 사고와 정석, 친근한 인물형상을 통해 공감대 

형성, 상업적 요소의 세련된 표현, 출연진의 수려한 외모, 의상, 

촬영기법, 영상미등을 한국 드라마의 소구 원인으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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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에 기반한 문화적 근접성을 콘텐츠 수용의 핵심적 요인

으로 결론짓고 있다. 김신애(2007)는 중국에서의 한류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문화적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 경제, 철학, 정치, 사회, 문화의 각 분

야에 거쳐 오래 상호 교류와 교환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문화

적 교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류’, 특히 한국 영상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한류’의 확

산은 바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이며, 중국인과 가장 가까운 ‘문

화적 근접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였던 것이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문화계발 효과, 특히 중국 20대 여성들

이 한국 영상 콘텐츠의 소비행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

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문화적 근접성의 여러 

구성요소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

적 근접성은 영상 콘텐츠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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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Consumer 
Ethnocentricism)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국 소비자의 외국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며(안종석, 2012) 문화적 근접성과 관련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조절변수로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cism)가 있다. 

Shimp and Sharma(1987)는 외국제품에 대한 타당성이나 도덕

성과 관련하여 자국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비자의 

신념으로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를 정의하였다.  

Watson and Wright(2000)는 문화적 유사성(cultural 

similarity)이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외국제품에 대한 평가 

사이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제안하였다. Klein et al. (1998)는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외국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외국제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Shrimp & Shama, 1987). 김춘식(2000) 

논문에서도 자만족중심주의의 영향을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 

형성으로 나뉘어 측정한 결과, 외국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

도 형성에서는 소비자의 자만족중심주의 성향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종석(2012)의 연구에서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외국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국가 이

미지에 대한 조절효과 영향을 확인되었다. 소비자 자민족주의의 

효과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도 있었다. 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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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외국 제품에 대한 평가, 태도 및 구매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국 제품에 대한 평가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김영욱, 오미영, 2005). 오패정(2004)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는 외국제품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

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한류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지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한국 제품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사, 

2012). 

이를 종합해 보면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외국산 제품에 대

한 소비자 구매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직간접 영향 여부

에 대해서도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지만 소비자의 태도

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소비자 행동의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대 여성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부(-)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의 하나로 

자만족중심주의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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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및 
구매의도 

 

1. 중국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 현황 및 영향력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는 관객에게 

미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예술 형태의 대중적인 문화상품이며 또

한 시청자들에게 여가시간에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는 문화상품

이다. 이런 영상 콘텐츠가 단지 시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

의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서 특정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것까

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순 외, 2010). 

중국의 4개 대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에 근무하는 20~30대 직장 

여성들의 의복 구매시 탐색정보원에 대한 요인분석한 결과 매체정

보원 요인의 설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며 한국 의류상품 

구매집단은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 드라마 등 미디어 속에서의 연예

인 옷차림, 패션잡지 등의 매체정보원 요인을 더 많이 탐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박혜원, 장춘희, 2005). 

미디어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미디어가 어느 분야에 주

목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관심은 달라진다. 영화나 TV에서 노출된 

관광지를 찾아가고, 식당을 가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특정 분야로 집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허행량, 2002). 또한 미디어가 사회적 주목을 특정 방향에 집

중시킴으로써 시청자의 기호를 동질화, 표준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세계각국의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국가나 문화권간 장벽은 없어지고 

국제적으로 동질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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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정예슬, 조정(2010)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드라마 

관련 소비 행동을 살펴본 결과, 4개 국가(중국, 한국, 일본, 미국)의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감도 가장 높고, 최근 3년간 드라

마 시청편수도 가장 많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는 패션스타일 

등을 유행시키며 음악이나 의류와 같은 타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영순 외, 2010). 중국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가수나 배우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인기 연예인

의 얼굴과 닮게 하려는 성형수술이 유행하기도 하는 등 한류스타들

의 헤어스타일 및 화장, 의류,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 급증하였다(신

윤환, 2002). 박길순(2004)의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패션에 대한 관심이 크

다고 하였으며, 한국 연예인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것이 한국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탤런트들이나 여

자 가수들의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해 중국에 소개되어 중국 여성들

에게도 인기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준웅(2003)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이용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와 동경으로 인해 한

국에 대한 호감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정형식(2006)은 중국 

소비자의 한류 현상에 대한 지각과 한국에 대한 관심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 소비자의 한류현상 지각이 한국의 관심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수록 한국 국가에 대한 이미지보다 한국제품

에 대한 이미자가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나타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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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중국 젊은 여성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와 같은 소비자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상 

콘텐츠가 중국 20대 여성들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2.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과거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 태도(attitude)가 인지

(cognition), 감정(affection), 의도(conation) 등 세 가지 요소

의 구조로 구성되었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지, 감정, 

의도를 분리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유정, 2008). 

화장품 및 의류는 패션 산업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먼저 패션 산업을 살펴보면, 패션산업은 패션 특성을 지닌 상품

의 기획,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광의의 패션 산업에는 섬유, 직물, 의류 제조 

및 유통 산업을 비롯해 잡화, 액세서리 등이 포함되는 패션 관

련 산업, 광고나 컨설팅과 같은 패션 보조산업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해 협의의 패션산업은 의류 관련 산업만을 지칭하는 것

으로, 섬유 소재, 텍스타일, 어패럴, 유통산업이 포함된다(박광

희, 김정원, 유화숙 2003, 섬유. 패션산업 p123). 본 연구에서

는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은 한국 영상 콘텐츠에서 노출

된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등 포함되는 모든 패션제품(의류/악

세사리/가방 모자 신발 등 잡화/화장품)들을 말한다.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각 대안에 대해 가지고 있

는 태도에 의해서 구매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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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에 소비자 행동연구에 있어서 태도는 오늘날까지 매우 중요

한 연구주제로 되어 있다. 소비자는 특정대상(브랜드, 제품, 점

포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그에 대한 전반

적 평가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김영수, 2011). 

소비자의 태도형성에 관하여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가장 전통

적 견해인 인지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직접경험 혹은 

외부정보에 기초하여 제품속성들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Fishbein & Ajzen, 1975). 

소비자의 태도는 특정 대상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이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유성향(predisposition)이라는 

정의가 있다(Fishbein & Ajzen, 1975).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

면 태도는 어떤 대상에 관한 전반적으로 가지는 호의적 또는 비

호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등 영상 속에서 나타난 패션제품

들 중에 일부분은 PPL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상 콘텐츠 

속에 제품이나, 브랜드, 로고등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소비자에

게 인지도를 높이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광고수단이다. 

소비자는 무의식으로 이러한 노출된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

성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는 구매의도까지 일으키게 할 

수 있다(한성희, 2007). 시나닷컴, 신징바오 “중국인들의 한국 드

라마 선호 이유 ” 라는 인터넷 설문조사(2005~2006)에 따르면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연기자

의 외모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화면이 아름답고 유행하는 패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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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는 사람들도 40%가 넘었다. 한류스타들의 에어스타일, 액

세서리 등의 판매를 급등시켜 드라마, 영화, 음악관련 한류상품 

구매, 패션상품 구매, 가전제품, 일반제품 구매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형식, 2006). 

중국 젊은 여성 소비자들은 한국풍을 모방하여 음악, 여행, 

의류 및 전자제품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 제품의 소비를 부와 신

분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이민자, 2002). 이처럼 가시성이 높

은 패션제품들의 경우, 쉽게 중국 신세대들의 개성과 선호경향

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오지혜, 2007). 본 연구에서 중

국 20대 젊은 여성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에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방해   

요인 

 
구매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다. 이

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중간변수로서 개인 지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주관적 가능성의 차원에서의 개인 상태를 

의미한다(이봉수, 2009). Taylor and Baker(1994)는 구매의도

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있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하

는 중요한 변수이다.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계획된거나 예상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의 태도가 행위로 가는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소비자는 구매행동 의사결정 과정의 대안평가 단계에서 특

정제품, 상표에 대해 신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매의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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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구매의도란 최종 선택 안에 대한 구매결심 상태로서, 

향후 구매의향 여부를 나타낸다. 소비자는 특정제품에 대해 매

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제품을 실제로 구매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행동 연구자들은 구매의도가 태도와 행동을 매개하며, 

소비자의 실제적인 구매행동은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의해서 좀 더 정확

하게 예측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영수, 2011).  Davidson 

and Jaccard(1979)는 구매의도가 대상에 대한 태도에 비해 보

다 더 정확하게 행동을 예측한다고 하였으며, Engel and 

Blackwell(1994)는 구매의도가 소비행동에 대한 예측 요인으

로 중요하고 또한 실제행동 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구매의도

에 대한 신뢰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해준다

고 하였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

지와 호감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준웅(2003)과 박길순(2004)

의 연구에서는 한류열풍 이후 한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한류의 파생상품 및 한국 일반상품 구매

로 확산되어 한국 영상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각 국가의 소비자

들은 스타의 패션, 의류, 미용 등을 모방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

업이 활성화되고, 한국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관련 상품도 매출

이 증가하게 되었다. 김성엽(2011)는 한류 영상 이미지는 한국 

제품 구매의도를 높이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 영상 이미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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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해 '유행성이 좋다' '

창조적이다' '고급스럽다' 등의 평가도 있지만, ' 가격에 비해 품

질이 좋다'에 대한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인숙자, 신혜봉과 장춘

희(2004)의 중국 직장 여성들의 한국 의류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의류제품의 디자인, 스타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색상, 소재순으로 만족하였으며, 다만 높은 가격

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하고 나타났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참여자들은 제

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홍보부족, 제품의 가격, 접근성 부족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을 언급 하였으며, 특히 한국 영상 콘텐

츠 내 패션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중요하게 여

김으로써 나타나는 제한점을 언급 하였다. 한류인식과 한류 문

화콘텐츠 소비현황에서 한국 제품의 구매의도, 한류 파생제품의 

구매의도, 한국제품의 구매의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자가 한국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보였다(양로희, 2011). 

양로희(2011)는 제품이미지는 자극에 의해 연상되것이며 

제품을 자극체로 한 마음속의 상이라고 하였다. 제품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지각하는 제품디자인, 상표, 제품 개발전략, 제품품

질, 가격 등의 영향요인에 의해 형성되어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소비자가 한국제품의 다지인과 품질이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고

가격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Blackwell et al., 2006). 정

보 탐색이란 소비자의 기억 속 지식과 여러 정보원들로부터 제



29 
 

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활동이다(박승환, 최철재, 

2008). 중국 여성 소비자들이 의류제품 구매시 제품의 정보 획

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춘희(2003)의 연구에서 

중국 20-30대 여성들은 패션제품 구매 시매장이나 외부에서 

쇼윈도우의 디스플레이를, 내부에서 과거 구매경험을 통해 정보

탐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영상 콘텐츠에서 나타난 패션제품 정보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예

상되었다. 또한 최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20-30대 중국 소

비자는 의류제품 구매 시 패션제품의 정보 획득을 중요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한계가 있으며 중국 20대 여성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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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국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중국 20 대 여성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연향을 분석하

며 문화근접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조절 역할을 검증한다. 또한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며 자민족중심주의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 구매 방해요인의 조절 역할을 알아봤다. 

앞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모형 

<그림 2-1> 연구모형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 

-시청시간 

-시청편수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적 근접성 
-경험적 근접성 
-심리적 근접성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  

-고가격 인식 
-정보부족 인식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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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1-1.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이 한국 영상 콘텐

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1-2.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편수가 한국 영상 콘텐

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연구문제 2. 자민족 중심주의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

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2-1. 자민족 중심주의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시

청시간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2-2. 자민족 중심주의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시

청편수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연구문제 3. 문화적 근접성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

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3-1. 경험적 근접성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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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3-2. 경험적 근접성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편수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3-3. 심리적 근접성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시간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3-4. 심리적 근접성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편수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밝힌다.  

 

연구문제 4.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민족중심주의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방해의 조절역할을 

살펴본다. 

4-1.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2. 자민족중심주의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 지를 살펴본다. 

4-3. 고가격 인식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

절되는 지를 살펴본다. 

4-4. 정보부족 인식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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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 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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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 및 수집방법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20대 여성 중에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경험

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여부, 

연령 및 성별,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유무에 대

해 질문하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응답자가 계속 설문을 

진행할 수 있는는 반면에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설문을 중단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 방문 경험 및 한국 패셔 제품 지식

과 구매에 관련 질문을 물어봤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타당성이 있는 설

문지내용을 참고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 “한국과 중

국의 문화적 근접성”, “자민족중심주”의 관한 문항, “한국 영

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구매의도에 관한 문항, 마지막에서 

인구통계적 특성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양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

을 부여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에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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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I 설문조사 대상 조건/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 경험 

4 선다형/개방형 

II 한국 방문 경험/한국 패션제품 4 5 점 리커트 
척도/선다형 

III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행위 3 건다형/개방형 
IV 한국의 문화적 근접성 12 5 점 리커트 척도 
V 자민족중심주의 6 5 점 리커트 척도 
VI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5 5 점 리커트 척도 
VII 패션제품 구매 8 5 점 리커트 척도 
VIII 인구통계학적 특성 8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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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사

용했던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20대 여성 중에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의 측정항목을 그대로 도입하

지 않고 연구목적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이중번역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자가 다시 중국어로 작성된 설

문지를 한국어 설문지와 비교하여 일치할 때까지 수정 반복하여 

완성하였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  
 
본 연구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에 대해 크게 두 가

지 측면의 초점을 맞추어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총 시청시간과 시청편수에 대해 고찰

하였다. 즉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

그램에 대한 시청시간”과 “최근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에 대한 측정은 팜티타잉튀

(2010), 왕일림(2010)의 연구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빈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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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시청시간, 시청종류 등 항목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현황 문항을 토대로 평균 주 시청시간

과 최근 시청편수으로 구성하였으며 선다형 및 개방형을 사용하

며 질문하였다. 

 

2) 문화적 근접성 
 

문화적 근접성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대상 문화와 자신의 문

화적 유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소은희(2007), 선아람(2010), 

Elasmar(2003) 의 연구에서 문화적 근접성의 여러 측면인 언

어, 호감, 라이프스타일, 친근감, 가치관, 생활방식 등에 대해 측

정하였으며, 장정요(2013)의 논문에서는 경험적 근접성과 심리

적 근접성의 이차원 구조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어 사용, 한국 방문, 체류

경험, 한국인 친구, 한국 생활방식에 익숙한 정도 등의 내용으

로 “경험적 근접성”을 정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 등 개인 심리적 내용으로 “심리적 근접

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해당되는 문항을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매우 그

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국 소비자가 외국제품에 대한 

타당성이나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국에 피해를 주거나 중국이 한

국보다 더 우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비자의 신념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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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himp and Sharma(1987)의 의해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CETSCALE을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

되었으며 광범위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에 근거하여 

CETSCALE 중 6 문항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은 한국 드라

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등 

포함되는 모든 패션제품(의류/악세사리/가방 모자 신발 등 잡화

/화장품)들을 의미한다. 

김유경(2008), 황인석(2008), 임달호, 최희빈(2010), 해

비(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선정하여 수정했으며 한

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매우 그

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5)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 및 구매 방해요인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자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구매의도에 관한 측정 척도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구매하고 싶은 정도”, “구매의향”, “타

인에게 추천하는 의도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대 여성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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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와 타인에게 추천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진창(2009)를 토대로 문항들을 선정하여 

수정했으며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항목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내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 

방해요인으로 양로희(2011)의 논문에서 한국제품 이미지에 관

련 문항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제품에 대한 제품의 “고가격 인

식”, “정보 부족 인식”을 선정하였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 구매 방행요인에 관련 문항은 연구자가 수정하여 작성한 

것을 토대로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 인구통계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소

득수준, 월 의복구입비, 거주지역에 관한 8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과 출처는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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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변수의 측정문항 
측정변수 문항 출처 

소비행동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십니까? 

팜티타잉튀 
(2010) 
왕일림(2010) 귀하는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 
근접성 

나는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다. 

소은희(2007) 
선아람(2010) 
장정요(2013) 

나는 한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는 한국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회, 전시회등)을 경험해봤다. 
나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편이다. 
나는 한국의 생활방식에 익숙하다. 
나는 우리나라 문화보다 한국문화를 더 
좋아한다. 
나는 한국 연예인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좋아한다. 
나는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나는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선호한다. 
나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자민족 
중심주의 

중국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Shimp&Sharma 
(1987)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해야 한다. 
중국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제품 
수입을 자제해아 한다. 
외국제품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김유경(2008) 
황인석(2008) 
임달호, 
최희빈(2010) 
해비(2011) 

호감이 간다. 

선호한다.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진창(2009)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타인에게 추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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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 

가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로희(2011) 

비슷하지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다. 

파는 곳은 알지 못한다.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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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문항은 선다형, 개방형,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 통계패키티 SPSS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신뢰도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α)계수를 측정하여 요

인분석을 통해 각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3> 자료분석방법 

단계  분석내용  분석방법  

1  표본 
특성(인구통계학)  

빈도분석  

2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분석(Cronbach’s 
alpah)  

3  측정 척도의 
타당도  

요인분석  

4  연구문제의 검정  빈도분석,ANOVA,회귀분석,분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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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조사 대상자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온라인 리서치 사이트(http://qualtrics.com/)를 이용하여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

경험이 있는 20대 중국 여성 305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8

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을 시작할 때 먼저 

본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명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

건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아닌 응답자를 제외시켰다. 

즉,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부터 29세 사이의 여성으로 한

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경험이 있는자, 실제 한국 영

상 콘텐츠 소비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청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직접 쓰도록 하고 시청 프로그램 이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피험자의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회수된 312부 설

문지 중에 30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에 제시한 바와 같

다. 응답자는 모두 20~29세의 여성이며 연령대는 24~29세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빈

도가 높은 직업은 학생과 사무직이었다. 가족 전체 총수입은 10000

위안이하(약180만원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월평균 패션제품 

구입비는 1000위안(악17만원)과1000~2000위안(약17만원~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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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순서로 많았다. 화동 (상해, 산동, 강서, 안휘, 절강, 북건)과 화

남(광동, 광서, 해남, 홍콩, 오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나이 
20~24 113 37% 
24~29 192 6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5.9% 
대학교 재학 44 14.4% 
대학교 졸업 199 65.2% 

대학원 재학 이상 44 14.4% 

직업 

전업주부 13 4.3% 
학생 65 21.3% 

서비스 판매직 17 5.6% 
노동인원 5 1.6% 
사무직 116 38% 

전문기술직 33 10.8% 
전문직 19 6.2% 

경영관리직 15 4.9% 
기타 22 7.2% 

결혼여부 
미혼 234 76.7% 
기혼 71 23.3 

가족 전체 
월평균 
총수입 

10000 위안 이하 105 34.4% 
10000~20000 위안 97 31.8% 
20000~30000 위안 40 13.1% 
30000~40000 위안 20 6.6% 
40000~50000 위안 10 3.3% 

50000 위안 이상 33 10.8% 

월 평균 의류 
구입비 

1000 위안 이하 148 48.5% 
1000~2000 위안 96 31.5% 
2000~3000 위안 35 11.5% 
3000~4000 위안 11 3.6% 
4000~5000 위안 5 1.6% 
5000 위안 이상 10 3.3% 

거주 
도시(지역) 

화북 56 18.4% 
화동 84 27.5% 
화중 42 13.8% 
화남 69 22.6% 
서남 25 8.2% 
서북 12 3.9% 
동북 1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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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패션제품 경험 

 
1) 한국 방문 경험 
 

응답자들한테 한국 방문 유무와 한국 체류경험 우뮤 등 한국 방

문 경험 질문을 물어봤다. 

 

<표 4-2 > 한국 방문경험에 대한 측정 문항 
문항 빈도 퍼센트(%) 

한국 방문 
있다 59 19.3% 
없다 246 80.7% 

한국에서 장기 
체류 경험 

(3 개월 이상) 

있다 27 8.9% 

없다 278 91.1% 

 

<표 4-2> 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응답자들 중에 한국 방문 한 

적이 없는 자가 246명으로 전체 80.7%를 차지하였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 59명으로 전체 19.3%를 차지하였다. 또한 방

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 59명 중 29명이 한국 방문 회수가 1~2회

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7명으로 8.9%를 차지하였다. 한국 방문으로 인한 직접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0%에 해당되며 약 10%

는 장기 체류 경험이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직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 
 

응답자의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드

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시간, 시청편수를 측정하였고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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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응답자에게 한국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

램의 시청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을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시청하는지” 질문하고 답을 개방

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이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2시간 

미만 본다는 사람이 75명(24.6%), 2~5시간 정도 시청한다는 78명

(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8 시간은 38명(12.4%), 

9~11 시간은 51명(16.3%), 12~15시간은 28명(9.2%), 15시간 이

상은 35명(11.5%)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

의 일주일 평균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시간은 8시

간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8.12였다. 

 

<표 4-3 >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에 대한 측정 문항 
시청시간 빈도 비율(%) 

2 시간 미만 75 24.6% 
2~5 시간 78 25.6% 
6~8 시간 38 12.4% 
9~11 시간 51 16.3% 
12~15 시간 28 9.2% 
15 시간 이상 35 11.5% 

전체 305 100% 

 
시청시간과 함께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편수를 

측정하였고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에게 한국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수”에 대해 질문하고 

개방식으로 답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시청편수 설문에 응답한 중국 20대 여상들의 



47 
 

217명(71.1%) 1~2 편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이 차지하였

다.  3~4편을 시청한다는 응답자들이 73명으로 24%를 차지하였고 

5편 이상을 시청한다는 응답자들이 15명으로 4.9%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의현재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드라

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수는 2편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25

였다. 

 
<표 4-4 >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편수에 대한 측정 문항 
시청편수 빈도 비율(%) 

1~2 편 217 71.1% 
3~4 편 73 24% 

5 편 이상  15 4.9% 
전체 305 100% 

 
 

3) 한국 패션제품 지식 수준 
 

응답자의 한국 패션제품 지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60.3%의 응답

자들이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지식 수준은 보통 정도라고 응답하였

다. 약 14%의 응답자들은 한국 페션제품을 잘 알거나 매우 잘 알

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 한국 패션제품 지식 수준에 대한 측정 문항 
문항 척도 빈도(%) 

귀하가 한국 
패션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다 22.6% 

보통이다 60.3% 
약간 그렇다 12.5% 
매우 그렇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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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은 주성분(principle components analysis)과 베리멕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회전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측정항

목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은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도

입되었으므로, 내용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6 이상의 문항을 사

용되었으며 .6미만의 항목을 제거하였다. 문화적 근접성의 측정 문

항 중에 “나는 우리나라 문화보다 한국문화를 더 좋아한다” 문항

과 자민족 중심주의의 측정 문항 중에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해야 한다”의 문항이 낮은 적재값으로 인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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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근접성의 요인분석 결과 

 
<표 4-6 > 문화적 근접성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 
(누적설명%) 

신뢰도 

심리적 
근접성 

나는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841 

4.197 38.154 .867 

나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828 

나는 한국 연예인에 관심이 
있다. 

.758 

나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좋아한다. 

.746 

나는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선호한다. 

.730 

나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730 

경험적 
근접성 

나는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다. 

.788 

2.288 
20.799 

(58.953) 
.795 

나는 한국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회, 전시회등)을 
경험해봤다 

.779 

나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편이다. 

.752 

나는 한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713 

나는 한국의 생활방식에 
익숙하다. 

.623 

 
문화적 근접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4-6> 와같이 고유치 

1.0이상의 2개 요인 심리적 근접성과 경험적 근접성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들은 총분산의 58.953%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867, .795로 나타나 문항간의 높은 내적 일관

성을 나타났다. 도출된 두 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과 

선행연구을 바탕으로 요인 1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리적 근접

성’, 요인 2는 한국어 사용, 한국 친구, 한국에 관한 경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경험적 근접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심리적 근접성의 고유치는 4.197, 분산 설명력은 38.15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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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는 .867로 나타났다. 경험적 근접성의 고유치는 2.288, 분산 

설명력은 20.799, 신뢰도는 .795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Klein and Roth(1990) 및 장정요(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

적 근접성 차원에 대한 경험, 심리적 거리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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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요인분석 결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고

유치는 2.684이며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이 .7이상이거나 .7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다섯 문항 총분산의 53.671%

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74로 나타나 문

항간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났다. 

 
<표 4-7 > 자민족중심주의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 
(누적설명) 

신뢰도 

자민족 
중심주의 

중국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799

2.684 53.671 .774 

외국제품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770

중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제품 수입을 자제해아 한다.

.738

중국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692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줄 것이다. 

.655

 

3.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패션제품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고유치는 2.28이고 요인 적재값은 모두 .8이

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신뢰도

는 .833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명하는 

총분산은 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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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 
(누적설명) 

신뢰도  

패션제품 
태도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해 호감이 간다. 

.831

3.174 63.480 .855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을 
선호한다. 

.809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800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776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다. 

.766

 

4.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의 요인분석 결

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측정문항을 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고유치는 3.174이고 요

인 적재값은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또한 신뢰도는 .855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명하는 총분산은 63.48%로 나타났다.  

 
<표 4-9 >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 
(누적설명) 

신뢰도  

패션제품 
구매의도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900

2.280 76 .833 구매할 의향이 있다. .896

타인에게 추천하겠다.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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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의 요인분석 결

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에 관한 총 5개 문항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고, 요인의 전체 변량은76.227%였다. 요인 1는 정보부족 인식이라

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고가격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10 >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 
(누적설명) 

신뢰
도  

정보부족 
인식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883 

2.641
52.816 

(52.816) 
.696 파는 곳은 알지 못한다. .869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다. .814 

고가격 
인식 

비슷하지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874 
1.171

23.411 
(76.227) 

.818 
가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한다.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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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적 근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11). 

 

<표 4-11>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과 한국 패션제품 지식 

수준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Model 1            Model 2  
Model 3 

Step 1. 독립변수의 주효과  

-시청시간  .226*** .195*** .186*** 

-시청편수  .057 .031 .065 

Step 2. 조절변수의 주효과  

-자민족 중심주의  -.144** -.138* 

-경험적 근접성  .284 .289 

-심리적 근접성  .155** .164** 

Step 3. 조절효과  

-시청시간*자민족 중심주의  -.649* 

-시청시간*경험적 근접성  .222 

-시청시간*심리적 근접성  .443* 

-시청편수*자민족 중심주의  -.611 

-시청편수*경험적 근접성  .035 

-시청편수*심리적 근접성  .548 

Overall F  12.307*** 8.747*** 7.809*** 

F change   1.929** .432** 

R2  .155 .171 .175 

R2 Change   .016 .004 

p<.05, **p<.01, ***p<.001 

 

종속변수인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대하여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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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시청시간, 시청편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자

민족중심주의, 경험적 근접성, 심리적 근접성를 투입하였다. 3단계에

서는 자민족중심주의, 경험적 근접성, 심리적 근접성을 독립변수와 

곱한 조절효과 변수를 투입하였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대한 영상 콘텐츠 소비행

동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2.307, p=000), 시청시간이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조절회귀 모델 분석 결과 

조절효과는 유의한 모델 개선효과를 보였다(F change=.432, p =00). 

각 변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R2 값은 .155로서 태도의 15.5%가 

시청시간, 시청편수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β=.226, p =.000), 시청편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20대 여성 소비자가 한국 영상 콘텐츠를 

보는 시간이 길수록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해 높은 태도 수준을 

보이지만, 시청편수는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자민족중심주의”, “경험적 근접성”, “심리적 근접성” 3가지 

조절변수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 영상 콘텐

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부적인 효과를 보였고(β=-.144, p=.00), 

심리적 근접성은 정적인 독립적인 주효과를 보였지만(β=.155, p 

=.00), 경험적 근접성은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않았다(β=.284, p 

=.00). 중국 20대 여성들의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할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해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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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대 여성들이 한국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생각할 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을 확인

하였는데 경험적 근접성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과 콘텐츠 내 패션

제품 태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β=-.649, p 

=.0), 이는 20대 중국 여성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시청시

간이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억

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심리적 근접성은 시청시간과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

이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β=.443, p=.0), 이는 20

대 중국 여성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심리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이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

청시간과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리적 근접성은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

과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이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을 미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상황의 조절표과의 추가적인 분석

을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자민족중심주의와 심리적 근접성에 따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의 상승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민족중심주의 약한 집단과 강한 집단, 심리적 근접성의 낮은 집단

과 고 집단,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국 영

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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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의 평균

(mean=3.57)을 기준으로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나누고, 자민족중

심주의의 평균(mean=3.13)을 기준으로 자민족중심주의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4-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자민족중심주의가 낮은 집단는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은 집단에 

비해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에 따른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시청시간에 따른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4-1>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대한 
시청시간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상호작용 효과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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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성의 평균(mean=3.43)을 기준으로 심리적 근접성의 저 집단

과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4-2>에 제시한 

것과 같다.  

심리적 근접성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근접성이 높은 집단에 비

해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에 따른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심리적 근접성이 강할 수

록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이 패션제품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2>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대한 

시청시간과 심리적 근접성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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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자민족중심주의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2> 

 
<표 4-12>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 

Model 1 Model 2 Model 3 

Step 1. 독립변수의 주효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639*** .626*** .620*** 

Step 2. 조절변수의 주효과  

자민족중심주의  
고가격 인식  
정보부족 인식  

 

-.065 
.022 
.093 

-.060 
.003 
-.102* 

Step 3. 조절효과  

태도*자민족 중심주의  
태도*고가격 인식  
태도*정보부족 인식  

  

-.601* 
-.509 
-.667* 

Overall F  79.077*** 54.912*** 32.162*** 

F change   2.4938* 1.478* 

R2  .408 .423 .431 

R2 Change   .014 .008 

p<.05, **p<.01, ***p<.001 

 

종속변수인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대하여 

1단계에서는 태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자민족중심

주의, 정보부족 인식, 고가격 인식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자민

족 중심주의, 정보부족 인식, 고가격 인식을 독립변수와 곱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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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변수를 투입하였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검증한 1단계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9.077, 

p=000),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정적으

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3 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조절회귀모델 분

석결과 조절효과는 유의한 모델 개선효과를 보였다(F 

change=1.478, p =0). 

각 변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분석결과 R2 값은 .408로서 태도의 40.8%

가 태도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

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β=.639, p=.000), 

이는 중국의 20대 여성 소비자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정보부족 인식은 구매의도에 부정

적인 독립적 주효과를 보였으나(β=-.102, p=.0), 자민족중심주의

와 고가격 인식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의 정보부족인식이 높을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구매의도에 독립적 주효과는 없었으나, 콘텐

츠 내 패션제품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나

타냈는데(β=-.601, p=.0), 이는 20대 중국 여성들의 자민족중심주

의가 강할수록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을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정보부족 인식은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

냈는데(β=-.667, p=.0), 이는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의 정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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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강할수록 콘텐츠 내 태도가 구매의도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자민족중심주의는 구매의도에 독립적 

주효과는 없었으나,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부족 인식은 콘

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의 평균(mean=3.88)을 기준으로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나누고, 

자민족중심주의의 평균(mean=3.13)을 기준으로 자민족중심주의의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

제품 구매의도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4-3>

에 제시한 것과 같다.  

자민족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은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은 집단에 

비해 한국 영상 콘텐츠 내패션제품 태도에 따라 구매의도에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한국 영상 콘

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악화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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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한국 패션제품 태도와 자민족중심주의의 상호작용 효과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

도의 평균(mean=3.88)을 기준으로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나누고,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정보부족 인식의 평균

(mean=2.9)을 기준으로 정보부족 인식의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4-3>에 제시한 것과 같다.  

정보부족 인식이 낮은 집단은 정보부족 인식이 높은 집단에 비

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따라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보부족 인식이 강할 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억제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3.3

3.6

3.9

4.2

Low High

영
상

콘
텐

츠
내

패
션

제
품

구
매

의
도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Low

High

자민족 
중심주의 



63 
 

<그림 4-4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한국 패션제품 태도와 정보부족 인식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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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을 통해 후속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 소

비행동과 한국 패션제품 지식수준이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

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문화계발효

과이론을 적용해 문화적 근접성, 자민족중심주의, 한국 패션제품 구

매 방해요인의 조절 역할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류 문화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패션제품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계발효과인 

강효과이론 관점과 개인차이론 관점 등을 검증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가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는 미디어에서 접촉한 이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미디어

에서 나타난 각종 제품 이미지, 패션 스타일 등이 중요한 요소로 소

비자의 태도 및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크게 작용한 것을 검증하였

다. 구체적으로, 중국 젊은 여성 소비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의 수

용은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큰 영향을 작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적 근접성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시청과 태도, 태도 및 구매 간에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 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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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이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청편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록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

화, 예능 프로그램의 편수는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문화계발효과에 관한 강효과론적관점의 

시청량이 많은 중시청자들이 영상 콘텐츠 내 나타난 이미지의 영향

을 더 많이 받는 것을 검증되었다. 이준웅(2003)의 연구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은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상품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드라마 시청 정도만큼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정도의 효과를 확

인되었다. 

둘째, 자민족중심주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 영상 콘

텐츠 소비행동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이의 조절 

역할을 확인되었다. 자민족중심주의가 시청시간과 태도 사이의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한국 영

상 콘텐츠 시청시간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이의 

긍정적 관련성을 억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20대 여성 소비

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이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커뮤니케이션 효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로 검증되었으며 선행연구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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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 제품에 대한 평가, 태도 및 구매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주장(오패정, 2004)과 일치한다.  

셋째, 문화적 근접성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두 가지 요인을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험적 근접성’

을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 등 한국 문

화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심리적 근접성’으로 명명하였다. 한국 영

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두 가지 요인을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제품 

관련 정보부족을 지각하는 ‘정보부족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제품 고가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가격 인식’으로 명명하였

다. 이는 장정요(2013)의 연구에서 분류된 문화적 근접성의 두 개 

차원을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 검증되었다. 

문화적 근접성에 있어 심리적 근접성이 경험적 근접성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경험적 근접성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심리적 근접성은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사이에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 

많이 시청하고 심리적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높을수록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해 더 좋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적 근접성이 미디어 

수용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절변수인 것을 확인되었으며 문화

에 대해 문화적 근접성이 높을 때 해당 국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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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을 검증되었다.  

넷째,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한 태

도가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면 그러한 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 관

계에 대해 검증된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 자민족

중심주의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민족중심주의가 한국 영상 콘텐

츠 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부정적 조절효과를 나타

났다. 이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억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

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한국 영상 콘

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도 구매의향이 낮아지

거나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요인에 따른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한국 패션

제품 구매 방해요인에서 고가격 인식은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한국 패션에 대한 정보

부족 인식은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의 긍정적인 영향을 방해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며 이러한 패션제품 정

보부족을 지각할수록 구매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중국 20대 젊은 소비자는 가격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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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구매의도에 이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품에 

관련 정보부족 인식으로 인해 중국 20대 소비자가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구매까지 이

끌지 못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구매의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발견했다. 

이상의 결과로 한국 영상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영향력

을 검증되어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정도에 따라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확인되었다. 또한 미디어의 영향에

는 개인별 차이에 있어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적 근접성,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요인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 조절변수인 것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

가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과 패션제품 태도간,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조절효과, 문화적 근접성 중 심리적 근접성이 한국 영상 콘텐

츠 시청시간과 태도 사이의 조절효과, 또한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에 대한 정보부족 인식이 태도와 구매의도 관계에 조절적 영

향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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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문화계발효과 이론을 적용한 한국 영상 콘텐츠의 미

디어 효과가 중국 20대 여성소비자의 영상 콘텐츠 내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국 미디어시

청이 한국 국가 이미지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다루어 

왔지만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해 한류 영상 콘텐츠와 

관련이 높은 패션 소비 행동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중국 20대 여성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정도가 영상 콘

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에 긍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강효과론 관점을 검증되었으며 미디어의 이용 정도에 따라 

제품 태도에 영향이 달라진 것을 밝혔다.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편

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측정항목의 단위 등 여

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개인차론 관점에 있어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적 근

접성,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구매 방해요인의 세 가지 변수

의 조절역할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과 영상 콘텐츠 내 패

션제품 태도,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의 부적인 조절효과가 확인되었

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의 자민족중심주의를 

조절변수로 고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민족중심주의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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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효과와 태도 사이 관계역시 부정적 영향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셋째, 문화적 근접성은 많은 대중 매체 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

용하고 있지만 패션 분야에서 패션제품 태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

화적 근접성 중 심리적 근접성의 긍정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미디

어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조

절역할을 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인식이 패션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 관계를 방해한 것을 

밝혔다. 이는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가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제품 정보부족 인식이

라는 방해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 정보제공이 구매의사 결정에 

미치는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패션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촉진을 위한 

한국 영상 콘텐츠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의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시간

이 영상 콘텐츠에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

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 영상 콘텐츠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케팅 도구로서 중국 젊은 여성 소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영상 콘텐츠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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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 기업들에게 한국 영

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다. 예를 들

어, 패션제품을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과 협찬이나 PPL광고로 

노출시키거나, 유명 한류 연예인들을 통해 제품 인식을 높일 수 있

다. 중국 젊은 소비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도가 높은 만큼 패

션제품의 회상도를 높여야하는 마케터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대중문화가 중요한 역할로 하고 있

는 것으로 패션 기업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문화적 근접성의 요인 중 심리적 근접성이 한국 영상 콘

텐츠 시청시간과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 태도 간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20대 소비자들이 한국생

활에 대한 동경, 연예인에 대한 관심, 한국 패션스타일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국 젊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더 

많은 문화적 동감과 호응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한국 영상 콘텐

츠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한국 패션기업들에게 중국 소비자 관련해서는 민족이나 나라와 

관련된 분위기는 되도록 피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젊은 소

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민족중심주의

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시장 내 여러 외국 기업의 

진출하여 중국 자국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

민족중심주인 정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중국 20대 여성들의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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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족 인식이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 긍정적 영향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

한 것으로 인해 구매의도에 방해하게 된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영상 콘텐츠 내 패션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매 경로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실제 구매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73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과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중국 20대 여성으로 한정되었으며 특

정 조사 시점에서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

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소비자들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구대상자를 관찰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전 지역의 2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한계점이 있다. 중국 국토가 넓기 때문

에 각 지역마다 생활수준, 미디어 접근의 편리성, 소비문화, 사고방

식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조

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의 소비자 대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영상 콘텐츠 소비행동에 대해서 단지 시청시간과 시청편수

로 고찰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경험 시간, 

영상 콘텐츠 종류, 시청 동기, 시청 빈도 등 여러 측면에서 소비형

태나 행동에 대한 다방면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시청형

태가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속성 수준을 고려해 제

품에 대한 지식 수준의 측정 항목을 보완하며 다 문항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적 근접성, 한국 패션지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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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세 가지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고찰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하지 못했던 변수를 투입하여 문화계발효과 이론의 

적용을 통해 다른 인과 관게를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75 
 

참고 문헌 

한국어 문헌 

 

<논 문> 

고정민, 김신겸, 이안재(2005). 한류지속과 기업의 활용방안: CEO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선호가 한국상품 구매, 한국방문 및 

한글학습의도에 미치는 영향 457 Information 503 호 

삼성경제연구소. 

김사(2012). 한류와 중국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엽(2011). 문화상품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 및 한국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산업연구, 11(2). 

김소영, 정예슬, 조정(2010).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시장 

세분화와 영향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4, 197-225 

김신애(2007). 중국의 한류 현황과 지속화 전략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수(2011). 친환경제품구매의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소비자의 그린태도를 매개효과로 하여). 

금오공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욱, 오미영(2005). 애국심, 소비자 자민족중심성향, 원산지 

이미지, 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간의 관계와 

경쟁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들 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16(2), 73-99 



76 
 

김유경, 이창현, 손산산(2008). 국가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한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16(2), 35-55. 

김유경(2008). 국가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6(2). 

김재은, 박길순(2004). 한류 현상이 중국 신세대 패션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의류학회. 28(1).   

김정희(1996).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내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연, 안경모(2012). 아시아국가에서의 K-pop 이용행동과 

K-pop 으로 인한 국가호감도 및 한국 방문의도 변화. 

한국콘테츠학회논문지, 12(1), 516-524. 

김춘식(2000).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외국제품 평가과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4, 205-224. 

류희진(2013). 중국인의 문화적 근접성과 한국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길순(2004).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 현상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967-983 

박길순(2004).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현상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8, 129-148. 

박성영, 유성덕, 나운봉(2009). 제품유형별 브랜드 원산지 이미지와 

브랜드 연상지식에 관한 연구-소비자 자민족주의중심성향 

정도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중심으로. CRM 연구, 3(1), 

21-40. 

박혜원, 장춘희(2005). 대중국 마케팅을 위한 중국 직장여성들의 

한국 의류상품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의 의복구매행동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3,4). 



77 
 

손명화(2001). 외국 텔레비전 시청이 중국인의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언론대학 석사학위논문. 

시나닷컴, 신징바오 인터넷 설문조사(2005.10.14-2006.8.13, 6 만 

3 천 836 명. 복수응답). 윤경우.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한국과 국제정처, 22(3), 41-71 

시보청(2003). 중국 시청자의 한국드라마 시청 행태와 매체 효과에 

관한 연구 -'한류' 현상에 대한 이용과 충족 이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신아람(2010). 일본드라마 수용자의 문화적 근접성과 시청 동기 

그리고 수용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환(2002).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 비교분석 평가. 동아연구, 

42, 5-34 

신현경(2009). 유행선도력과 패션제품지식에 따른 온라인 구전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석태(2003). WTO 방송시장 개방협상과 국제 상거래법상의 

문화적 예외.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정욱(2007). 뮤직비디오 이용이 청소년의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계발효과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영해(2008). 한류드라마가 중국 대학생의 한국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종석(2012).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차이와 국가이미지의 조절효과. 

한국국제경영학, 23(3), 91-121 

양로희(2011). 중국 한류소비자의 한국 이미지 및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유동, 이영선, 김순아(2010).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78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련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오지혜(2007). 한류 스타의 패션스타일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패정(2004). 외국문화상품에 대한 태도가 외국제품구매에 대한 

적대감, 자민족주의 성향 및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만 소비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일림(2011). 중국 대학생의 한국 드라마 시청 행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홍연(2006). 중국 청소년의 한류패션 수용에 관한연구: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성규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세경, 고민경(2006).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문, 6, 47-76 

유세경, 이경숙(2001). 동북아시아 3 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성. 한국언론학보 

유정(2008). 중국 여자대학생의 한류선호와 유행선도력에 따른 

한국 패션브랜드 태도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민자(2002). 중국 개혁기 청소년 문화분석: “한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42, 35-58. 

이범석(2009). 원작 각색 TV 드라마 소비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연구: Q 방법론의 적용, 영상예술.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봉수(2009). 국가이미지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개성의 조절효과. 貿易學會誌(Korea trade review). 



79 
 

34(2). 

이운영(2006). 한류의 원산지효과-중국과 일본 한류의 비교. 

한국무역학회. 32(5). 405-426 

이재록, 구혜경, 김성일(2011). 한류문화지각이 기업이미지, 

제품이미지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학술대회. 1. 

이준웅, 장현미(2007). 인터넷 이용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문화계발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47(5), 5-35. 

이준웅(2003). 한류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중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이용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47(5), 5-35. 

이지연(1994). 소비자 의류 제품지식과 외적정보탐색 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연(2002). 의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식과 관여가 

정보처리유형과 상품속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인숙자, 신혜봉, 장춘희(2004). 중국 직장여성의 의복 구매행동 

연구.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2. 

임달호, 최희빈(2010). 중국진출 한, 미, 일 기업 PC 상품 구매 시 

국가 및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46, 125-149. 

장영(2003). 중국에서의 ‘한류’ 현상과 한국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권 석사논문. 

장정요(2013). 문화적 근접성에 따른 한국 국가이미지와 패션제품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형식(2006).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한류 지각이 한국 상품 



80 
 

구매 및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학회. 

17(3). 79-101 

조혜영(2002).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 실태에 관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주단양(2007). 한류가 중국 스타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창(2009). 중국대학생들의 한국패션브랜드인지도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정(2011). 국가이미지와 문화적 동질감이 제품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 대학생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은정(2011). 한국과 중국 여성 소비자의 연령 및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의류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팜티타잉튀(2010). 베트남인의 한국 드라마 시청이 국가 이미지 

인식과 호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하종원(1993). 텔레비전의 문화계발효과연구에 대한 평가적 고찰. 

언론정보연구, 30 권, 151-187 

한성희(2007). TV 드라마 속에서의 제품배치(PPL)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 및 규제 개선방안  

허진, 원춘잉, 류샤오화(2013).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 정서와 

인터넷 민족주의. 언론학연구, 17(4). 

허진(2002). 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1). 

허행량(2002). 광고모델과 상품에 대한 인지부조화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황인석, 조은성(2008). 한국 드라마 만족도의 중국 내 한류효과: 

한국 휴대폰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81 
 

한국마케팅저널. 9(4), 245-270. 

황인성(1996). 텔레비전 저널리즘 서사구조의 사회적 푝력성에 

대하여, 방송학 연구. 7, 5-54 

 

 

 

 

<서 적> 

김세범, 전영종, 허남일(1998). 소비자행동론. 형설출판사. 

김영순 외 8 인(2010). 문화 콘텐츠 마케팅의 이해 (171 쪽). 서울: 

북코리아. 

문화콘텐츠진흥원(2004). 중국 내 ‘한류 현상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 파악 및 향후 접근 전략’. 

박광희, 김정원, 유화숙(2003). 섬유패션산업. 서울: 교학연구사. 

박승환, 최철재(2008). 소비자 행동론. 서울: 대경. 

박천일, 강형철, 안민호(2004)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나남출판사 

정윤경(2003). [아시아 수용자 연구]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차배근(2004) 매스커뮤니케이션효과이론, 나남출판 

한국콘텐츠진흥원(2012.09.19). <2011 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82 
 

영어 문헌 

 

Alba, J. W. & Hutchincon, J. W. (1987). Dimensions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411-454. 

Albert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1971 

Balabanis, G., Diamantopoulos, A. (2004), ‘Domestic countrybias, 

country-of-origin effects, and consumer ethnocentrism: a 

multidimensional unfolding approach”,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2(1), 80-95  

Baughn, C. Christopher and Attila Yaprak (1993), Mapping 

Country-of-Origin Research: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Avenues in Product-Country Images: Impact and 

Role in International Marketing Eds. Nicolas Papadopoulos 

and Louise A. Heslop. Binghanton, NY: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89-115 

Blackwell, R. D., Miniard, P. W. & Engel, J. F., (1994). Consumer 

Behavior (10rd ed). Thomson South-Western. 

Brucks, M. (1986). A typology consumer knowledge content. 

Advanceds in Consumer Research, 13, 58-63. 

China apparel market 2010. (2011. March 14). SAMSUNG 

DESIGNNET. Retrieved January 30, 2012, from 

http://www.samsungdesign.net 

Davidson, A. R. & Jaccard, J. (1979). Variables that Moderate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sult of a Longitudinal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64-76 

Fishbein, M., & Aj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 Gerbner et. Al.,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83 
 

Cultivation Process,” in J.Bryant and D.Zillman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6). .21 

George Gerbner, Larry Gross, Nancy Signorielli, Michael Morgan,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1(Winter 1980), 37~47. 

George Gerbner. (1971). Violence in Television Drama: Trends and 

Symbolic Functions. In G.A. Cosmstock and E.A. 

Rubinstein(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Vol. I, Media 

content and Control (Washington, D.C: U.S. Governmen 

Printing Office. 1971), .11 (304-307)  

H.M.Newcomb, “On the Dialogic Aspects of Mass Communicat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1984), .34-50 

Hall, S. (1980). Encoding/Decoding.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1979, London: 

Hutchinson/CCCS. 

Joseph D. Straubhaar. (1991). Beyond media imperialism: Assy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8. (39-59). 

Klein, Jill Gabrielle, Richard Ettenson, and Marlene D. Morris (1998), 

“The Animosity Model of Foreign Product Purchase: An 

Empirical Tes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Marketing, 62 (January), 89 – 100. 

Morgan, M., Signorielli, N. (1990). Cultivation analysis: 

conceptualization and methodology. In N. Signorielli & M. 

Morgan (Eds.), Cultivation analysis. 13-34 

Rodney Carveth and Alison Alexander (1985). Soap Opera Viewing 

Motivations and the Cultivation Proces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29, Number 3, Summer, . 

259-273 

Roger D. Blackwell. (2006). Consumer Behavior. South-Western 



84 
 

College Pub; 

Shrimp, T. A. and Sharma, S. (1987). Consumer Ethnocentrism: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CETSCA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 .280-289. 

Taylor, S. A. & Baker, T. L(1994).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formation 

of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Retailing, 70(2), 

163-178 

Theodor W. Adorno and Max Horkheimer, The dialectics of 

Eglighten-ment (New York: Seabury Press,1972). 

Theodor W. Adorno and Max Horkheimer, The Dialectics of 

Enlightenment (New York: Seabury Press,1972) 

Walter. Lippmann. (1921).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Watson. G and Wright, K (2000), “Consumer Ethnocentrism and 

Attitude toward Domestic and Foreign Product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4(9-10) 1149-1166 

Weaver, J., & Wakshlag, J.(1986). Perceived Vulnerability to Crime, 

Criminal Viectimization Experience and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0. 141-158 

 

 

 

 
 
 
 
 
 



85 
 

 

부 록 

 

 

[부록 1]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 설문지 

[부록 2]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중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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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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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에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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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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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 설문조사는 특정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아래에 제시한 

설문조사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문을 
답해주십시오. 
 

1. 귀하는 중국인이며 20~29 세 여성입니까? 

2. 귀하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3.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 
 
 
 
 
 
 
 
 
 

네(설문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설문 종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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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한국 방문 경험 및 한국 패션제품에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네 （         ）회            ② 아니오 

2. 귀하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까? (3 개월 이상) 
① 네 （         ）개월            ② 아니오 

3. 귀하가 한국 패션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귀하는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매우 적다 ② 약간 적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많다 ⑤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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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인터넷, TV, 모바일, 영상물등 매체를 통한 한국 영상 
콘텐츠(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등) 시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십니까? 

 (          )시간 
2. 귀하가 현재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수는 몇 개입니까? 
(           )개 
 

IV. 다음은 귀하와 한국의 문화적 근접성에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않다~⑤ 매우 그렇다 

번호 항목      
1 나는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국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회, 

전시회등)을 경험해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국의 생활방식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나라 문화보다 한국문화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한국 연예인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않다~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 중국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중국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중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제품 수입을 자제해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제품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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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않다~⑤ 매우 그렇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해……… 
번호 문항      

1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패션제품 구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않다~⑤ 매우 그렇다 

1)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패션제품에 대해………  
번호 문항      

1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타인에게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패션제품은……… 
번호 문항      

1 가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비슷하지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다. ① ② ③ ④ ⑤ 
4 파는 곳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1 
 

 

VIII.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으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었입니까? 
①. 전업주부 
②.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③. 서비스 판매직(판매원, 요리사, 미용사, 승무원, 운전기사 등) 
④. 노동인원 
⑤. 사무직(은행원, 공무원, 회사원, 사회단테 직원 등) 
⑥. 전문기술직(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축사, 약사, 간호사, 연예인, 

체육인 등) 
⑦.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연구원, 회계사) 
⑧. 경영관리직(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 경영자 등) 
⑨. 기타 

 

5.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6. 귀하의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총 수입액은 얼마 입니까? 
①. 10000 위안 이하 
②. 10000~20000 위안 
③. 20000~30000 위안 
④. 30000~40000 위안 
⑤. 40000~50000 위안 
⑥. 50000 위안 이상 

 

7. 귀하의 월 평균 의류 구입비(의류, 장신구 및 패션제품 포함)는 
얼마입니까?   

①. 1000 위안 이하 
②. 1000~2000 위안 
③. 2000~3000 위안 
④. 3000~4000 위안 
⑤. 4000~5000 위안 
⑥. 5000 위안 이상 

 

8.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①. 화북(북경,천진,하북,산서,내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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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동(상해,산동,강서,안휘,절강,북건) 
③. 화중(호북,호남,하남) 
④. 화남(광동,광서,해남,홍콩,오문) 
⑤. 서남(중경,사천,귀주,운남,서장) 
⑥. 서북(산서,감숙,녕하,신강,청해) 
⑦. 동북(흑룡강,질림,료녕)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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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중국어 설문지 
 

 

 
 

好您 ： 

本本本 本本本本 本 本本 本 本本国国 学 类学 研韩 硕 陈贝贝。  

此 此本此此此 本 此 此 此 此本份 学调查问 硕 论 资 为 ， 

此并  “20~29 中 中 中中国岁 轻 ” 象为调查对 ， 

主主针对“ 影 此此 影 影 此 影本 影影 影 本影国 内 尚 响韩 视节 视 为对 视节 时 产 态 购买 图 ”

影 研进 调 。 

本 此 本 本主问 调查 约 15分 本 分钟 应 时间， 

所所 所所 所分所选项 标 ， 根根 本 根根此影根 根分个 况 真请 实际 认 。 此 卷卷内问 调查

部 部部 部 部选 记 处 ，所此此本 根 所 本 所数 学 研 参仅 术 ， 部部不不 此本它绝 ， 保并
分此本 此 影保答 部证对 资 进 处 ，敬 敬敬敬 根分请 实 。  

本 影您 宝贵 塑塑塑塑所影 本 所将 学 参见 义 术 ，再再再 再再再 本 影您 诚恳 谢 ！ 

  

  2013년11월 

本本本学 本 本类学  服服服 本服研场营销  

陈贝贝 

02) 880-8769 

e-mail: koreacbb@naver.com 

指 指教导 : 本本本学 本生本 生学学   

本 本类学  指教  秋好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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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此问卷调查是面向特定人群即 “中国 20~29 岁女性”为调查研究对象

实施的，请您再次确认以下问卷调查对象条件是否与您的情况相符并回

答相关问题。 

 

1. 您是中国人且是 20~29 岁的女性吗？ 

        

2. 您目前居住在中国吗？ 

 

3. 您曾经收看过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等影视节目吗？ 

 

 

 

 

 

 

 

 

 
是的   请继续答卷                            不是 将终止答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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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以下是韩国访问经历以及韩国时尚产品的相关问题。 请您选出与您的想法

一致的选项。 

 

1. 您曾经访问过韩国吗？ 
① 有 （      ）次                    ② 没有 

2. 您有过在韩国长期滞留的经历吗？（3个月以上） 
① 有 （      ）个月                   ② 没有 

3. 您对韩国时尚产品非常了解吗？ 
①完全不了解  ②不太了解 ③一般 ④ 比较了解 ⑤非常了解 

4. 您购买韩国时尚产品的次数？ 
         ①非常少  ②有点少 ③一般 ④ 有点多 ⑤非常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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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以下是您通过网络、电视、手机、视频等媒体收看韩国影视节目（韩国电

视剧，电影，综艺节目等）情况的相关问题。 请您选出与您的行为一致的

选项。 
 

3. 您大约一周收看几小时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  

（                            ） 

   

4. 您现在定期收看的韩国影视节目数量是多少？ 

（                            ） 

 

IV. 以下是关于您与韩国的文化接近性相关问题。请您选出与您的行为一致的

选项。 

 

① 非常不同意 ~⑤ 非常同意 
编号 选项      

1 我的韩国语很好 ① ② ③ ④ ⑤ 

2 我经常使用韩国产的产品 ① ② ③ ④ ⑤ 

3 我体验过许多韩国艺术作品（戏剧、音乐剧、舞蹈、音乐会、

展览会等） 
① ② ③ ④ ⑤ 

4 我的韩国朋友很多 ① ② ③ ④ ⑤ 

5 我对韩国的生活方式很熟悉 ① ② ③ ④ ⑤ 

6 比起本国文化我更喜欢韩国文化 ① ② ③ ④ ⑤ 

7 我很关注韩国艺人 ① ② ③ ④ ⑤ 

8 我喜爱韩国的文化产业 ① ② ③ ④ ⑤ 

9 我对韩国持有好感 ① ② ③ ④ ⑤ 

10 我想交韩国朋友 ① ② ③ ④ ⑤ 

11 我喜欢韩国的时尚风格 ① ② ③ ④ ⑤ 

12 我想在韩国生活 ① ② ③ ④ ⑤ 

 

V. 以下是关于民族中心主义倾向内容。请您选出与您的行为一致的选项。 

 

① 非常不同意 ~⑤ 非常同意 
编号 选项      

1 认为中国产品最好 ① ② ③ ④ ⑤ 

2 购买中国产品对中国有帮助 ① ② ③ ④ ⑤ 

3 只有在中国生产不了的产品才需要进口 ① ② ③ ④ ⑤ 

4 认为中国产品比韩国产品更优秀 ① ② ③ ④ ⑤ 

5 为了保护中国产品应当抑制国外产品进口到中国 ① ② ③ ④ ⑤ 

6 为了抑制国外产品进口到中国，应当提高进口关税 ① ② ③ ④ ⑤ 

 

 

VI. 以下是关于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内出现的时尚产品的态度相关内

容。请您选出与您的行为一致的选项。 

 

① 非常不同意 ~⑤ 非常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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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对于 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内出现的时尚产品……… 

编号 选项      

1 持积极的态度 ① ② ③ ④ ⑤ 

2 有好感 ① ② ③ ④ ⑤ 

3 很喜好 ① ② ③ ④ ⑤ 

4 认为设计很好 ① ② ③ ④ ⑤ 

5 认为品质很好 ① ② ③ ④ ⑤ 

 
 

 

I. 以下是关于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内出现的时尚产品购买的相关

内容。请您选出与您的行为一致的选项。 

 

① 非常不同意 ~⑤ 非常同意 
1）我对于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内出现的时尚产品……… 

编

号 

选项 非常不同

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

意 

1 有购买的意向 ① ② ③ ④ ⑤ 

2 有购买类似产品的倾向 ① ② ③ ④ ⑤ 

3 会向他人推荐 ① ② ③ ④ ⑤ 

 

 
2）我对于韩国电视剧，电影，综艺节目内出现的时尚产品……… 

编

号 

选项 非常不同

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

意 

1 认为会很贵 ① ② ③ ④ ⑤ 

2 更喜欢购买与其相似但价格便宜的

产品 
① ② ③ ④ ⑤ 

3 认为相关信息很难找到 ① ② ③ ④ ⑤ 

4 不知道在哪有卖 ① ② ③ ④ ⑤ 

5 认为很难接触得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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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以下内容是有关您的基本信息， 资料仅供统计分析使用，绝不对外泄露，

请在适当处选择或者填写。 

 

1. 您的性别是？ 
①男       ②女 

 

2. 您的年龄是？ 
（          ）周岁 

 

3. 您的最终学历？ 
⑤. 高中以下 

⑥. 大学在读 

⑦. 大学毕业 

⑧. 研究生在校或以上 

 

4. 您的职业？ 
① 专业主妇 

② 学生（大学生，研究生等） 

③ 服务人员（收银员、料理师、美容师、乘务员、司机等） 

④ 劳动人员 

⑤ 职员（银行职员、公务员、公司职员、社会团体职员 等） 

⑥ 技术人员（工程师、设计师、建筑师、药师、护士、艺人、体育人 等） 

⑦ 专业人员（医生、律师、教授、研究院、会计师 等） 

⑧ 经营管理职务（企业干部、高级公务员、中小企业经营家 等） 

⑨ 其他 

 

5. 您的婚姻状况 
③. 未婚              

④. 已婚  

 

6. 您的家庭平均月收入？（全家人总收入） 
① 1 万元以下 

② 1 万元~2 万元 

③ 2 万元~3 万元  

④ 3 万元~4 万元 

⑤ 4 万元~5 万元 

⑥ 5 万元以上 

 

7. 您的每月平均时尚产品（包括服装，饰品，化妆品等时尚产品）的支

出费用是？ 
① 1000 元以下 

② 1000 元~2000 元 

③ 2000 元~3000 元 

④ 3000 元~4000 元 

⑤ 4000 元~5000 元 

⑥ 5000 元以上 

 

8. 中国内居住地？ 

① 华北 （北京、天津、河北、山西、内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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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华东 （上海、山东、江苏、安徽、江西、浙江、福建） 

③ 华中 （湖北、湖南、河南） 

④ 华南 （广东、广西、海南、香港、澳门） 

⑤ 西南 （重庆、四川、贵州、云南、西藏） 

⑥ 西北 （陕西、甘肃、宁夏、新疆、青海） 

 

 

 

 

 

 

 

 

 

 

 

  本问卷到此结束，再次感谢您的协助 ！  

 





101 
 

Abstract 

 

The effect of Korean media content 

consumption 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 Korean fashion products of 

Chinese young women 

 

 

CHEN BEIBEI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rapi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growing 

competition between business enterprises, media content has becom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communicate messages to 

consumers. According to the cultivation theory, the specific attitudes 

and behaviors of recipients of media are formed through active 

interaction with media. The effect of media content towards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has been verified in many previous 

studies. Cultural proximity and consumer ethnocentrism are expected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s 

moderating variabl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edia content at the center of the Korean Wave o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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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n their 20s. In this process,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s of 

media, cultural communication factor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media content 

viewing behaviors 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 fashion 

products shown in Korean media for Chinese women in their 20s. The 

cultivation theory, cultural proximity and consumer ethnocentrism have 

all been researched in regards to their theoretical backgrounds. In 

order to identify and collect research questionnair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by 305 female Chinese respondents, all currently living 

in China and with experience in watching Korean dramas, movies, or 

entertainment program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using SPSS.  

 

The analy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media content viewing behavior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s toward the fashion products displayed in the media. 

Thus, Korean media content viewing hour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how fashion products were viewed, but there was no effect in regards 

to the number of viewing hours. 

Second, consumer ethnocentrism showed a negative interaction 

between viewing Korean media and attitudes toward the fashion 

products displayed in the media. 

Third, the two factors of empirical proximity and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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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have been drawn from cultural proximity, as has been verified 

in previous studies. Psychological proximity was shown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than empirical proximity. Psychological proximity showed 

a strengthened effect between Korean media content viewing time and 

attitudes in regards to the fashion products shown in the media. 

Finally, attitudes toward fashion products shown in Korean medi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s to purchase such products, while 

ethnocentrism was shown to suppress this effect. The analyzed results 

of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disturbance factors between attitudes on 

fashion and purchase intentions showed that insufficient recognition 

disturbs the positive effect betwee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while high price recognition does no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implications can be 

proposed:  

Korean media has a powerful communication effect which can be 

used as a marketing tool to impact the behavior of young female 

Chinese consumers. Media content as a marketing tool plays an 

important role that Korean fashion enterprises can use actively if they 

want to expand their market to China. Chinese consumers in their 20s 

feel psychologically close to Korean culture, as has been seen, and an 

effort should be made to use cultural consensus to promote products. 

Ethnocentrism will become not only an economic problem but also an 

ethical issue during the purchase decision process for young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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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Enterprises should be careful not to stimulate ethnocentric 

feelings in the Chinese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fashion products displayed in media content in order to 

lead to real purchases.  

 

 

 

Key words:   Media content consumption, Attitudes toward fashion 

products, Fashion products purchase intentions, 

Consumer ethnocentrism, Cultural proxi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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