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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

미치는 영향

지구촌화된 세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쉽게 타문화에 대한 직    21 , ·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을 함. ·

으로써 국가 이미지 관심 호감도 등의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 ’, ‘ ’, ‘ ’ 
왔으나 이와 같은 개념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 

있다 본 연구는 타국에 대한 인지 인식 이미지 지식 등을 뜻하는 국. , , , 

가에 대한 신념과 감정과 정서를 뜻하는 국가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타문화 경험에 대해서도 미디어 위주로 이루어진 . 

연구가 대다수이다 본 연구는 타문화 경험을 하면서 일어나는 심리 변. 

화를 국가에 대한 신념과 국가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타문화 직 간접적 , ·

경험이 어떠한 국가에 대한 신념과 가져오는가에 주목하였다 나아가서. ,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대만인에게 뿌리 깊은 중화가치 지향성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작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년 월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만     2016 8 , 297

현지 대학생들의 타문화 접촉경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 

우선 간접적 경험에 대해서 일본 문화상품과 한국 문화상품이 대만 현지 

대학생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

하였다 직접적 경험의 경우 미국 친구와 접촉하는. , 것은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미국 여행과 일본 , 

친구와의 접촉은 각각 미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일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직접적 경험을 단 한 번이라. 

도 해 본 대만인이 그렇지 않은 대만인보다 간접적 경험의 긍정적 효과



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 타문화 직 간접적 경    , ·

험과 국가에 대한 신념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 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만 대학생들이 중화가치 지향성을 수용하는 바탕위에서 미국 . 

문화상품이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주는 영향력 또는 미국 친구와의 

접촉이 미국에 대한 신념에 주는 영향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 친구와 접촉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신념에 주는 .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을 통해 대만 현지 대학생의     ·

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가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화적 근접성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타 국가에 대한 신념과 , 

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함의와 한계는 제 장에서 논의하였다5 .

주요어 타문화 경험 직 간접적 경험 국가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 , · , , 

태도 중화가치 지향성 대만, , 

학 번 : 2014-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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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세계화 또는 다문화 사회가 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의     

문화 외에도 여러 형식 또는 여러 방법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한다 한 국가 내에서도 원래 살던 민족만 살지 않고 여러 . 

나라에서 온 이주민이나 유학생들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제한된 국가의 문화뿐만 .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 ‘문화 언어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
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가 됨에 따라 문화와 이에 기반을 둔 상품들은 국경을     

넘어 개인은 손쉽게 다양한 외국콘텐츠와 상품을 접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 

되고 기존 문화는 사라지기도 한다 학교교육 대중매체 개인 경험은 우. , , 

리 타문화 혹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하고 달라지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들은 개인에게 다른 민. 

족 인종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 , 

는 것이 분명하다.

현대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문화에     

접촉하게 되며 이러한 문화들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문화적 요소. 

가 구체화되어 부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

스 및 이들의 복합체로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 출판 인쇄물 정, , , , , , 

기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통의상 전통식품 등을 , , , , 

포함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김성섭 김미주 또한 ( , 1999; · , 2009). 

국제문화론에서 미디어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 식민지 행정관“ , , , , , 

기술협력자 외국 여행자 등을 문화 운반자 라고 정의, ” ‘ cultural carriers’
를 내리고 있다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 담당자는 문화 운반자. ‘ cultural 

이다 문화라는 추상적인 것끼리 접촉하지는 않고 문화요소가 carri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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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이동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요소를 운반하는 역할은 

문화 운반자라고 정의한다 하라노 겐이지로 그 외에 수용자들은 ( , 2004). 

직접적으로 해외 여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타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문화 경험    . , 

이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어떠한 특정 국가 문화를 겪어봄

으로써 그 국가 또는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 타. 

문화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 왔다 수용 은 즉 어떠한 것을 받아들. ‘ ’
임을 뜻하며 타문화 수용 은 어떠한 특정 문화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을 , ‘ ’
일컫는다 그러나 그동안 타문화 수용과 미디어 효과에 매우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학에서의 기존의 연구 경향은 

다양한 경로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경험만

을 중심으로 살펴온 미디어를 통한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디어를 경험함으로써 타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강조하고 미디어 

중심 시각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겼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타문화 . 

경험은 수용자들에게 있어 어떠한 심리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하

며 이와 같은 외국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 

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외국에 대한 태도가 그동안 언론학 연    , 

구에서 이미지 라는 모호한 용어로 표현되거나 호감도 김용상‘ (image)’ ( , 

1999; 문효진 박성현· , 2012 혹은 관심) (김성섭 김미주 서철현, , 2009; ·

양지연 전종우 강내원, 2012: · , 2015 등의 개념으로 측정되어 온 것을 ) 

한계로 지적하면서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심리적 반응을 

신념과 태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신. 

념과 태도를 통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들은 , 

미디어 위주로만 다루거나 수용 단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보다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외국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깊은 유학생과 이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틀은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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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혹은 화인 이 외국문화와 외국문화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 ( )華人

중국과 중국인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준웅 강현구 외 왕명명 외, 2003, 2006; , 2007; , 2011; 서철현 양진연· , 

2012 대만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셋째 문화는 한 집단 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들로 구성된 것    , 

이며 어떠한 국가 국민이 자기 나라의 가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할 경, 

향이 있고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고자 , 

그 국가의 역사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세기 포르투갈 인에게 포. 16 , ‘
르모자 포르투갈어 또는 라틴어로 아름답다는 뜻 라 불린 대(Formosa, )’
만은 네덜란드 스페인 의 통치 시대를 거쳐 (1624-1662), (1626-1642)

명나라 사람인 정성공이 건립한 정씨왕국 청나라(1662-1683), 

일제 식민 시대 중화민국 현재 까지 (1683-1895), (1895-1945), (1945- )

수많은 정권 교체를 겪었으며 대만 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를 한마디

로 요약하기 힘들고 다양하지만 대만인에게 있어 장기간 중화권 문화 , 

가치가 침윤되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대만 문화는 상대적으로 복잡    , 

하고 중국과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만의 역사는 대만인이 외

국문화 또는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

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대만인의 타문화 경험 사례로서 먼저 요즘 . , 20

대 대학생들이 대만에서 중요시 여겨온 중화문화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미디어 혹은 대인접촉을 통한 타문화 경험에 의. 

해 어떠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신념이 

형성될 것이다 나아가서 형성된 신념에 따라 태도가 구성될 것인데 개. , , 

인의 가치관 즉 문화적 가치는 신념과 태도를 이끌어 내는 요소로서 타

문화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관계에 어

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만인이 외국문화를 소비하는 데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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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이 미국 문화를 소비할 때 항상 세계화된 문화로 여겨지면서도 

문화 제국주의라고 간주되어 왔다 현재 미국 문화는 일상의 루틴인 것. 

처럼 소비되고 있다 반면 일본 식민시대를 겪었으나 쿨재팬. , , (Cool 

이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대만인은 유교문Japan) 

화권인 일본 문화를 가장 친근하고도 세련된 문화라고 보고 있으며 외국

문화를 소비할 때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 일본의 모든 것에 열광한다. 

한국은 대만과 단교되면서 대만인에게 좋지 않은 인식과 감정으로 점철

되어 있었으나 한류 열풍이 일어나면서 대만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는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

으며 조금씩 좋은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대만인의 일상 각종 경로를 통    

한 타문화 경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 일본 한국 국가별로 . , , 

구분하여 이러한 타문화 경험의 유무와 빈도에 따라 대만인에게 해당 국

가와 문화에 대해 어떠한 신념과 태도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대만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한 현대 대만 젊은 층은 중화가치 

지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외국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적 가치 지향성이 작동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과 국가에 대·

한 신념과 태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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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2

제 절 연구배경 대만에서의 외국문화   1 : 

국내에서 외국문화콘텐츠 소비에 대한 연구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진    

행해 왔으나 대만의 맥락에서 본 외국 문화 소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 

다 이를테면 중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류연구들은 사랑이 뭐길래 를 . < >

비롯한 드라마를 중국 내 한류의 선두주자로 간주하였지만 사랑이 뭐<

길래 라는 드라마에 대해 알고 있는 대만인들은 극소수일 것이라 판단>

되며 도리어 불꽃 과 호텔리어 가 대만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 > < >

대만 내 한류의 선두주자라고 간주하는 바이다 또한 대만은 일제 식민. 

시대를 거쳐 중국에서 넘어온 국민당 정부가 정권을 설립한 뒤 중국과, 

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 엄연히 별개의 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과는 별도의 사례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만에서 외국문화와 . 

외국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대만의 

역사적 맥락에서 주로 어떠한 외국문화들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러한 외국문화들은 대만과 대만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대만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외국문화 수용의 역사적 맥락   1. 

 세기인 현재의 대만 문화는 다양한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21 , 

만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외국문화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국, , , 

가의 문화로 꼽을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돌이켜보면 이러한 외국문. 

화들은 대만인의 문화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만을 문화의 혼돈 ,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대만인의 정체성. (Identity)1)에 대하여 논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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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던 것은 대만이 일본 식민지가 된 년과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 1895

들어온 년 역사상의 두 시점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식민정부1945 . , 

는 대만에서 대만인들을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게끔 만드는 황민화(皇民

정책을 내세워 당시 대만인들은 일본교육을 받았고 유창하게 일본) , 化

어와 토착 언어인 대만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에도 일본의 ,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차 세계대전 후 중국에서 중화민국 국민. 2 , 

당 정부가 대만에 건너와서 정권을 수립해 대만에서 탈 일본화 와 중국‘ ‘ ’
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김성건 은 국민당 정부는 교육을 통한  ‘ . (2001) “
중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고 중국과 대만이 별개가 아니라 ‘ ( )’ , 中華

하나의 중화 라는 의미에서 중화의 일체감 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유교‘ ’ ‘ ’
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 도덕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당 정부.” 
는 중국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어 외에 일본어와 대만어를 , 

포함한 모든 방언 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일본 교육만 받‘ ’ (Yang, 2010). 

아오던 대만인과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현재 대만 문화의 일부 로 ‘ ’
발전하였다.

이러한 맥락하에 국민당 정부가 있는 대만은 공산당이 있는 중국과     

항구적 대치상태 속에서 미국과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미국의 경제적 

도움과 군사적 보호를 받았고 대만 경제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문화 내지는 자본주의 문화의 침윤이 뚜렷

이 나타나게 되었다 는 대만 지상파 (TIME, 1998).” Fang & Su(1994)

방송에서 일본 프로그램은 년까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였으므TV 1993

로 당시 미국 프로그램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주도적 역할을 TV 

하고 있었다 대만정부의 계엄령이 해제된 뒤 신문사 잡지 외국 방송. , , , 

을 포함한 라디오방송 등의 자유언론이 급속히 생겨나 전 세계로부터 온 

1) 여기서 정체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양건열 김규원 에 따르면 정체성 . · (2002) ( )正體性

이란 개인이나 집단 민족이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 , , 
갖고 사회와 자아 동일시를 느끼며 동시에 사회적 귀속감을 느끼는 사회심리적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문화정체성이란 타민족 문화와 구별되는 특정한 ”. “
사회의 문화적 의미와 실천을 공유하는 집단 민족 공동체 가 느끼는 일체성 내지 귀, 
속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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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외국콘텐츠들이 대만인들에게 새로운 시각 사고방식 가치 라이, , , 

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대만정부에서 년에 일본 프. 1993 TV 

로그램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초기에 일본 프로그램들이 저, TV 

렴한 가격으로 대만 지상파에 수입되고 있었다 한편 년대 후반부터 . 90

대만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하여 년대 초GTV 2000

반에 가을동화 가 방영되면서 대만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 > TV

그램이 되어 그 후로 대만에서 한류 현상 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해‘ ’ . , 

대만인들은 년대 이전 주로 미국 문화상품을 소비하였고 년대부터 90 , 90

일본 문화상품에 대한 금지령이 풀린 후 일본 문화상품을 소비하기 시, 

작하였으며 년 후반부터 한류 열풍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다, 90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한국 문화는 대만인들에 막대    , , 

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외국문화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 미국 일본 한국 문화를 개별로 살펴보. , , 

아야 하며 대만인들이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년대부터 미국 문화 소비   (1) 70-80 - 

일본 문화상품에 대한 금지령이 풀리기 전 즉 년대의 대만인    , 70-80

들은 미국 문화를 소비해 왔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 문화가 , 

대만에 들어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구화와 자본주의화의 과정을 거쳤으

며 이는 현재 대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성건 은 미국 . (2001)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 중국과 대만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대만의 경우. ,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 들어와서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과 대립하면서 미

국 문화와 자본주의가 대만에 침투되어 있어 왔다 대만인들은 학교에서 . 

유교와 중화문화 교육을 받았으나 미국 문화가 전래되면서 이들의 가치, 

관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공 적으로는 중화문화를 존중하지만 사, ( ) , ( )公 私

적으로는 미국 문화를 애호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대. 

만 사회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문화접변 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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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대만의 경우 중국처럼 오랜 유교 전통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 , “
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경향 다시 말해 통” , ‘
합의 경향이 뚜렷하다며 대만의 일제 식민시대 경험과 국민당의 중국 ’ , 

유교문화 편향성 등으로 대만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 이 정립되기 전에 ‘ ’
혼란을 겪고 있는데 미국 문화와 년대 일본 문화에 노출된 뒤 문화접90 , 

변 중 동화 의 초기 징후가 사회 일부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 ’
나타나고 있다고 저자가 주장한다. 

는 미국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에 대해 명의 대    Huang(2009) 672

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 대만 젊은층은 과. , 78.9%

거 년 최소 한 번 인기 미국 드라마를 시청하였으며 는 한 달에 1 63.9%

한 번 씩 미국 드라마를 본다고 하였고 미국 드라마를 처음 접하는 연, 

령은 세 이전이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만 젊은 층12 46.5% . 

이 외국콘텐츠 특히 서양에서 온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것은 지속적으, 

로 전통 과 맞서면서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미‘ ’ . 

디어는 대만 젊은 층에게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이국적‘ (exotic) 

상상 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나 갑작스런 가치관의 변화에 ’
이르지 않았다 는 년 동안 방영해온 섹스 앤더 시티. Huang(2009) 6 (Sex 

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의 and the city) . 

성적 자유라 외치는 이 드라마 속에 등장인물인 샤롯 은 유별(Charlotte)

나게 결혼에 집착하는 캐릭터였으며 대만 여성들은 다른 등장인물보다 , 

샤롯이 재미없는 캐릭터라 생각하며 샤롯은 무언가 친숙하면서도 시대에 

뒤진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연구를 기반해 저자는 미국 드라마를 통해 . 

대만 여성들이 이국적임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대만인이 미국 문화 ‘ ‘
혹은 미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갈망이라 간주하

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만 젊은 층은 미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 

대만 젊은 층의 정체성이 구성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미국식 자유, ’
와 해방 등 개념들은 젊은 층에게 아직 일상에서 (freedom)’ ‘ (liberation)’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와 시각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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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맥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인들은     

어려서부터 중화 교육을 받아왔으면서도 서구화로 인하여 전통에서 벗어

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미국 문화에서 보여준 자유 해방 성. , , 

에 대한 개방성 등 가치관들은 대만인들에게 있어 새롭고 일탈적 (sex)

상상을 하게 해주며 우리가 지켜온 전통 가치들이 이 시대에 적합한‘
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상과 생각 은 그저 상상과 ?’ . ‘ ’
생각에 불과한지 혹은 현실적으로 대만인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현대 대만인에게는 중화권 문화가치가 얼마나 적용되, 

는가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년대 초반부터 일본 문화 소비   (2) 90 - 

앞서 언급되었듯이 국민당 정부에서 일본 드라마 수입을 금지하였    , 

고 년대 이후 금지령이 풀렸다 그 후로부터 대만에서는 일본 드라마90 . 

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 노래 등 일본 문화상품들이 급증하였다 기존 , , , . 

연구들은 대만인들이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일본 식민시대‘
와 문화적 근접성 에 대해 (Japanese colonialism)’ ‘ (cultural proximity)’

논의해 왔으나 년에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당이 정권을 수, 1945

립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제 식민시대의 영향은 기성세대에게만 적용

되고 대만 젊은 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는 대만 케이블 방송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  Kenichi., et al.(1999)

라 케이블 채널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많은 외국 프로그램이 수입되었

다고 보고 미국과 일본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대, 

만인 명을 조사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1,145 . 

결과 일본 프로그램보다 미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았고 미, , 

국과 일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만인은 각각 와 를 차지하였50% 35%

다 또한 외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냐는 질문에 의 대다수 대만인이 . 72%

자주 본다는 답을 한 반면 의 대만인은 외국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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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답했다 외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만인들 중 세 이하의 . 30

젊은 세대와 세 이상의 세대는 일본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중년층은 55 , 

미국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밝혀졌다 이에 저자는 대만인들은 미국 프. 

로그램을 품질로 시청하는 반면 일본 프로그램은 친숙성으로 시청한다고 

본다 저자에 의하면 대만인들이 문화적 유사성으로 일본 프로그램을 보. 

지만 문화적 유사성만을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대만인들이 외, , 

국 프로그램을 본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규모보다 그 국가콘텐츠

에 함유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는 명의 대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콘텐    Huang(2009) 612

츠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의 대만인 학생은 과거 , 66.6% 1

년 동안 일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며 세로 범위를 좁혀보면 18-2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젊은 층이 일본 드라마를 소비75.6% . 

하는 것은 일본과의 물리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사회에서의 ‘ ’ , 

환경과 경험에 대한 친숙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조작적 . ‘
현실주의 로 정의하였다 미국 드라마에서 이국적(operational realism)’ . ‘
임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일본 드라마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층들’ , 

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와 상황들을 보여주었다 대만 젊은 층은 . 

이와 같은 일본 드라마를 통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관성을 찾고자 하고 자신을 정의하고자 한다, .

는 년에 대만인 고등학생 명과 대학생     Hung(2013) 2003-2005 118

명 총 명을 연구 대상으로 일본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 소비 실158 276

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특히 저자는 이 두 국. 

가의 드라마에 대한 대만 대학생들의 선호 해독 개인의 감정이입 또는 , , 

두 국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 ‘
드라마 시청의 즐거움 과 문화적 근접성 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다 저’ ‘ ’ . 

자는 대만 시청자들이 즐거움 과 문화적 근접성보다는 드라마의 제작과 ‘ ’
품질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초국적 드라마와 ,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아시아의 현대화와 대만인의 정체성 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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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고 본다 저자가 밝힌 바와 같이 대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와 같은 초국적 드라마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하나의 

근원이 되며 대만 젊은 층은 외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 

으로서 자신의 귀속감에 대해 찾아가면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표출하

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은 가장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이며 나    , 

아가 쿨 재팬 문화가 발전하였으므로 일본 문화는 주변 ‘ (Cool Japan)’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문화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만인에게 있어 일본 문화는 세련되면서도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유하는 전통 가치가 내포되어 있으며 서구화되면서도 이질감이 없다. 

일본은 년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만 또는 대만인에게 현대화90

되면서도 기존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주었

다 즉 현대화되면서 기존의 중화가치들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또는 어느 . 

정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만인의 불신은 외국문화콘텐츠 소비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대만. Mattew(1991) 

인들은 기존 중화가치들이 구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 대만인들에게 , 

있어 여태껏 큰 영향력이 있으며 선택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

다 또한 문화는 가치로부터 유래함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혹은 외. 

국문화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후 대만인의 문화적 가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년대 후반부터 한국 문화 소비   (3) 90 - 

년대 후반 일본 드라마가 수출됨에 따라 가격이 급증하면서 당시     90 ,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 분의 가격이었고 대만 4 1 , GTV(Gala 

를 비롯한 대만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구매해 방영하기 Television)

시작하였다 년 이전 한국 드라마가 대만에서 방영되었지만 크게 . 1999 ,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년 불꽃 이 방영되고 나서 한국 드라마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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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한류의 시작이라 간주하

기도 한다 는 포커스 그룹 내용분석 심층 인터뷰 등 방. Chiang(2007) , , 

식으로 소비자의 가치관과 한국 드라마 소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만 근대사를 살펴보았을 때 네덜란드 명나라. , , , 

청나라 일본 국민당 정부까지 통치자나 정권이 바뀌어 왔으나 대만을 , , ,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만인들은 장기간 안정감이 부재 상태였고 전반

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다 대만이라는 섬에서 대만보다 중국을 인정하. , 

는 사람도 있고 중국보다 대만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으며 대만보다 외래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만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 

면서 드라마에서 보여준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감을 부러워하는 한

편 드라마에서 보여준 가족과 효도 같은 유교 가치에 대한 대만의 가치 , 

신념을 의심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규태 의 저서 한국인의 의식. (1979) <

구조 에서 가족 통찰 집단 인심 은폐 발전 권력 열등감 등 가치를 > , , , , , , , 

추출해서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 , ‘
등감 과 발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대만인들은 드’ ‘ ’ . 

라마에서 보여준 가족 집단 열등감 발전 권력 등의 가치로 한‘ ’, ‘ ’, ‘ ’, ‘ ’, ‘ ’ 
국 드라마를 본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저자는 시청자들이 매일같이 드라. 

마를 보는 것을 통해 현실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재차 본인의 가치관

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유지해 나간다고 보았다.

는 대만에서 일어났던 일류 현상에 대해 초국가적     Yang(2010) ( ) 日流

미디어 또는 대만인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였다 그에 따르. 

면 일류 현상이 일어나기도 전 서양문화를 숭배하는 현상도 존재했으며 , 

일류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일본 식민지였던 것과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소비하는 . 

것은 문화적 근접성으로 설명해 온 것을 반박하면서 이는 수용자 에 대, ‘ ’
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대만의 젊은 층은 일본콘텐츠를 . 

소비하면서 일본 역사 경제 정치에 대한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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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일본 라이프스타일을 숭배하고 추구하였는데 저자는 이를 대만 , 

젊은 층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라고 본다 이들은 대륙에서 건. 

너온 국민당 정부 하에서 중화문화를 강조한 교육을 받은 부모 세대와 

구별 짓고 탈 중국화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 . 

한편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대만에서 한류를 불러일으키면서 대    , 

만인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국가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드는 가운데 역

사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서는 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년 한국 노태우 정90 . 1992 , 

부가 중국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어 당

시 한국에 있는 대만 대사관을 포함한 자산을 중국에 이양하고 모든 인, 

원들은 시간 내로 한국을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한국 전쟁 24 . 

때 대만정부가 한국 정부를 지원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양국의 우호관계

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국 정부의 단교 통보 후 대만인들은 

한국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느꼈으며 이는 훗날 반한 태도의 씨앗( ) 反韓

이 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신념으로 점철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 

반한 태도를 가진 대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대만에서 많은 ( ) 反韓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는 년. Sung(2010) 1999-2009

에 대만에서 체류하면서 대만에서 일어난 한류현상과 이러한 현상을 통

하여 대만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저자. 

가 살펴본 바와 같이 년쯤에 한국 대중문화는 대만인의 눈길을 끌1999

었으며 그때 대만에서 인기가 많았던 가수는 인조 그룹 클론 이, 2 (CLON)

었고 저자는 클론이 대만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 대만 한류의 시작으로 , 

간주하였다 같은 시기에 일본 드라마는 대만에서 큰 사랑을 얻고 있는 . 

가운데 대만 방송국에서 일본 드라마 분의 가격으로 한국 드라GTV 4 1 

마를 수입하고 중국어로 더빙을 해서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방송국 관계. 

자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드라마 못지않은 품질

과 상당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 한다 년부터 대만은 한국 . 1999-2004

드라마를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 뒤 한류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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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음식 패션 게, , , 

임 심지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중국과 베트. 

남과 달리 대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과정을 일본 

대중문화와의 경쟁이라고 간주하며 대만인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하

는 데 더욱 근본적 원인 이 있을 것이라 가정해 년 대만인 ‘ ‘ 2002-2009

명과 심층인터뷰를 했다40 .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점철되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    Sung(2010)

식은 무형의 세 가지 요소 로 한국에 대한‘ ’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된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소는 대만인들에게 있어 한국의 대중문화 드, 

라마 케이팝에서 나타난 한국인이 자국과 자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 

느껴졌고 대만인도 대만 문화를 자랑스러워야 하며 중국 문화와 별개로 

유니크한 문화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답들이 많았다 두 번째 요소는 집. 

단 정체성과 민족주의이다 년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보여. 2002

준 한국에 대한 강한 애국심은 대만인들에게 부럽게 했으며 인터뷰를 받

은 대다수의 응답자는 대만인이 이와 같은 통일된 국가 정체성 을 갈망‘ ’
한다고 답을 했다 세 번째 요소는 한국 대중문화에 담겨있는 동아시아. 

인 의 태도이다 서양문화에 비해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East-Asian) . 

수 있는 가치와 태도 이를테면 유교문화 진정한 아시아인의 일상 가족, , , 

의 가치 어른을 존경하는 것 등이 더욱 잘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문화의 , 

핵심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공감했다고 답했다 저자는 이러한 맥락. 

에서 보면 한류가 틀림없이 대만에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바

꾸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유사성 혹은 문화적     

근접성으로 설명하기보다 대만의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 가치로 설명하

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문화적 근접성에 대해서 . 

친밀감 유사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생각 등 ‘ ’, ‘ ’, ‘ ’ 
개념으로 다루어 왔으나 결론적으로 느끼는 친밀감과 유사성 혹은 비, ‘ ’ 
슷한 라이프 스타일 도 서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끼리 공유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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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부터 오는데 문화적 근접성보다 각 국가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근본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복잡한 민족과 문화로 인해 장기적. , 

으로 통일된 정체성 이 없는 문화의 표류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 . 

한 대만인은 국제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압박으로 고립감을 느끼

며 국제라는 무대에 다시 설 수 있게끔 미국 일본 한국 문화에서 보여, , , 

주는 집단정체성을 되찾고자 한다 대만인들에게는 없었던 가치와 생각. 

을 미국 문화에서 찾을 수 있고 대만 사회에서 점점 잃어가는 전통적 , 

가치를 한국 문화에서 찾을 수 있어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 

을 검토하기도 전에 대만인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적 가치

가 무엇인가 또는 중화권 문화가치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대만에서의 외국문화콘텐츠에 있어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 , 

흥행해 온 것을 볼 때 물론 미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준 일본과 한국도 트렌디한 문화를 선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나 대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화문화와 중화문화 가치들이 , 

작동되어 일본과 한국 문화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은 일본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 경제적 구조와 조건들이 대만과 유사, 

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만인에게 한국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진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미국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사회적 또는 문화

적 가치를 비롯한 규범에서 벗어나 잠시의 일탈적 소비 라고 이해할 수 ‘ ’
있으며 이러한 문화콘텐츠 소비를 통해 본 가치들은 현실적으로 행동의 , 

지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적 가치는 . 

한 집단 내 즉 한 국가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고정적 가치들, 

로서 어떠한 특정국가 문화를 소비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 외국과 , 

타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그 국가에 대한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 태, 

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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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상품 소비 및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2

국가에 대한 신념 및 태도   1.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외    ·

국에 대한 태도 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지적 또는 감정적 요소‘ ’
로 나누어 인지와 감정이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해 왔다 외국문화에 대한 경험과 연관되어 이준웅 의 연구에. (2006)

서 중국인들이 한류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신념과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신념은 복잡성을 지니고 . 

있으며 태도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심리학 에서 대상물에 대. < > “
한 신념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잡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호의적 또는 혐오적 태도는 한 마디로 표현될 

수 있다 고 신념과 태도의 차이점을 구분하였다 한규석 또한 태” ( , 2009). 

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가족 친구 동, “ , , 

료 광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출처에 의하여 습득된 지식과 지, 

각 이라 할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하며 윤정헌 이정학 이러한 ” ( · , 2011), 

직 간접적 경험의 성격과 정보신념에 대한 판단정도에 따라 긍정적 내“ ·

지 호의적 태도 부정적 내지 비호의적 태도 가 형성된다 윤정헌 김재원, ” ( · , 

다시 말해 대상물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2012). , 

신념과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인 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신념에 의, 

해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자극으로 인해 형성된 인지적 . 

요소와 감정적 요소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인데 이 둘의 관계는 심리학에서도 완전히 합의가 이, 

루어진 것은 아니다 김재휘(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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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신념   (1)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와 영화 외국     , 

음악 외국에 관한 뉴스 외국서적 혹은 학교에서 만나게 된 외국인 친, , 

구 외국 여행 등이 타문화 경험에 속한다 자신과 이질적 또는 낯선 문, . 

화를 경험할 때 먼저 그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의 ,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 

인식하게 되면 그 국가 혹은 그 국가 문화에 대하여 호기심이나 호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타문화권의 문화적 생산물을 접한 감상자는 개인의 실제 

사회 내 역할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고도 타 문화권과의 가치나 인식의 

차이점을 경험할 수 있다 정영아 앞서 논의하였듯이 신념은 기( , 2011). 

존 연구에서 이미지 인지 인식 등 개념으로 다루어 왔으나 본 연구는 , , , 

국가에 대한 이미지 인지 인식을 국가에 대한 신념 으로 정의한다, , ‘ ‘ .  

국가에 대한 신념의 하위개념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대하여 갖는     “
인식의 총체이며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예술 등 측, , , , ,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평가를 통하여 만들어지

는 것으로 한 국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 , 1996). 

국가에 대한 신념은 특정 국가 혹은 해당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묘사 또는 특정 국가 혹은 그 국가 국민들에 대

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

져 있다 국가에 대한 신념은 연구자에 따라서 인지 지각(Hall, 1996). , , 

인식 등 다양한 개념으로 다루어 왔으며 과학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것 , “
같이 사람들은 매일의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신적 모형들을 

구축하는 것이다.(Hawking & Mlodinow, 2010)” 
한편 국가에 대한 신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특성이 있다    , 

첫째 신념은 사람들이 매일 수많은 외부(Adler & Gundersen, 2008). , 

의 자극을 받는데 감각의 집중을 받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어떠한 정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거른다 둘째 삶의 경험이 세상을 특정한 방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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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끔 가르치므로 학습되는 특성을 띠고 있다 셋째 문화는 경험의 의. , 

미를 가르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넷째 사람들이 . , “
한 번 어떤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하게 되었으면 그 해석은 통상적

으로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문화 가치관 개인적 경험.” , , ,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주관적 렌즈로써 세계를 보며 이것은 그들로 하, 

여금 보기 원하는 것만 보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신념은 타문화 경험에 의하여 형성될 뿐만 아. 

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Adler & Gundersen, 2008). 

다시 말해 신념을 살펴볼 때 문화적 가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국가에 대한 신념은 많은 분야에서 각기 다른 하위개념으로 연구해     

왔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광고학에서 , . Martin & 

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원산지 이미지에 관한 기존 연구를 Eroglu(1993)

통하여 국가에 대한 개의 형용사를 추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60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신념은 정치적 경제적. , , 

기술적 차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관광학에서 국가. 

에 대한 신념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치안정 민주화정도 경제성장 물“ , , , 

가 범죄상황 공공질서 역사의 전통 문화예술 교육수준 친절과 예의. , . , , , , 

자연경관과 기후 국가 호감도 를 제시하였으며 김용상 이와 같, ” ( , 1999), 

은 맥락에서 한충민 은 문화발전정도 역사와 전통 산업화정도(1993) “ , , , 

부유한 정도 민주화 정도 사회 안정성 국민의 근면성 국민의 교육수, , , , 

준을 국가에 대한 신념 로 이해하였다” . 

한편 국가에 대한 신념은 국가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적용해 왔다    , . 

오미영 외 는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인을 (2003) , , , , , 

포함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신념과 220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을 얻는 통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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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문헌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 

하고 탐색적 요소 분석을 통하여 세계화 현대화 사회복지환경 사회 안, , , 

정성의 국가에 대한 신념을 추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있, 

어 한국에 대한 세계화 또는 현대화에 대한 신념을 통해서만 국가에 대

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에 대한 태도   (2) 

국가에 대한 태도는 기존 연구에서 심리적 반응의 감정적 요소 감    , 

정 평가 등 개념으로 다루어 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 혹은 평가, , , 

를 태도 로 정의한다 태도는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 ’ . “
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라고 정의된다 사” . 

회심리학 분야에서 태도란 태도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
직접적이거나 역동적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 준비상태로서 경험

을 통해 형성된 것 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다” (Allport, 1925 앞서 논). 

의하였듯이 태도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으며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이준웅 은 중국인이 외국문화콘텐츠 . (2006)

소비가 한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준웅 이 제시한 매개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형에 의하면(2006) , 

개별감정의 인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ies 에 바탕을 두고 태도)

는 신념의 산물로 간주되고 인지적 정보 처리 에 따라 감정이 구성된다’ ’
고 주장한다 이강형 이준웅( , 2002; , 2006).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국가에 대한 태도를 국가 이미지의 범주로 포    

괄시키기도 하였다 오미영 외 는 국가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 국. (2003) ‘
가 이미지 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전반적 국가이미지 는 해당 국가’ , ‘ ’
에 대한 총체적 인상이 우호적인지 감정이 좋은지 전반적으로 좋아‘ ’, ‘ ’, ‘
하는지 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준웅의 연구 에서는 ‘ . (20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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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외국 문화상품을 소비하고 외국 국민과 접촉해본 중국인

이 갖고 있는 외국에 대한 감정 및 태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 

에 대한 태도는 여성일수록 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에 대해 호의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타문화 경험인 문화상품 소비와 대인적 , 

접촉이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타문

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는 서울 대구 대전 안산에서 공부하는 한국 대. Shim, et al.(2012) , ,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드라마만 시청하는 그룹과 미국 드라마를 

시청함과 동시에 미국인과 접해본 적이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이러한 경

험들과 국가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드라마 . , 

속 캐릭터에 대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미국 친구 수가 많을수록 미국, 

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같은 . 

국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 근거해 개인이 외국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고 어떻게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가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각종 타문화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먼저 개인이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상품을 소비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 

대해 검토해야 한다.

문화상품 소비가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미치   2. 

는 영향

   다양한 시각으로 본 외국 문화상품 (1) 

앞에서 언급된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    

에 의존한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디어 중 특히 문화상품 , 

소비 또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오래 진행되



- 21 -

어 왔다 여기서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형성 경로 국가에 신념 국. , , 

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상품 소비 또는 국가

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먼저 살펴본 다음 문화상품 , 

소비 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가에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문화상품 소비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요    

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는 홍콩 태국 한국 대학생을 연구. Nissm(2012) , , 

대상으로 하여 젊은 세대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일본 문화상품을 소, , 

비하는 것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어떻게 형

성되어 가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 

노출빈도에 따라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일본에 대한 군국주

의 침략국 등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이나 현대적, ‘ ’ ‘
인 국가 등 긍정적 인식도 형성되었다 문화상품 소비를 통하여 형성된 ’ . 

특정 국가에 대한 동경심은 단일 차원이라기보다 여러 복잡한 기억으로 

구성된 것이다 특정 국가의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Nissm, 2012). 

통하여 해당 국가의 인식이 형성된다 김성엽 은 한국 문화상품을 . (2011)

경험해 본 외국인들은 드라마나 영이에 나온 배경이나 인물들을 보TV 

면서 한국에 대하여 상상하고 동경하게 되며 한국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

끼게 된다고 보며 드라마 영화 공연 연예인 관광에 대한 인식이 국가, , , , 

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 드. 

라마와 영화의 이미지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우호적으로 형성하

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당국 미디어 이용이 그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효    

과는 학문적으로 많이 정리되어 있다 전종우(Baldwin & Hunt, 2002; ·

강내원 실제로 특정국가에 대한 영화나 프로그램의 시청으, 2015). “ TV 

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는 결과가 있다”
문효진박성현 예를 들어 미국 영화와 드라마가 수용자들에게 ( · , 2012). ,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신념과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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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경 고민경 오랫동안 부정적인 관계와 (Fernandes, 2000; · , 2006), “
신념으로 점철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문화상품과의 경험과 소비

를 통하여 변화되고 그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화 시킨다 고 주장한 연구가 있으며 전종우강내원 조” ( · , 2015; 

영달구정화 대만의 경우도 한국콘텐츠의 확산이 한국에 대한 · , 1997), 

전반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구축하는 데 ,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황창링( , 2007)

타문화를 경험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경로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    

고 미디어콘텐츠 중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이다, .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문화적 거리 문화 근접성 문화적 할인 등 여, , 

러 개념들로 설명되어 왔다 강진숙 외 는 한국 시청자들은 미국에 . (2007)

대하여 느끼는 문화적 친숙성 때문에 미국 드라마를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 . 

에서 볼 때 문화 근접성으로 인하여 수용자에게 보다 타문화를 잘 받아, 

들이게 하는 반면 문화적 차이에 인한 신선함도 수용자의 주의와 관심, 

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 근접성은 양. 

면적이 효과를 갖는다 문화상품은 말 그대로 문화적 요소가 상품화된 . 

것이므로 어떤 문화상품을 소비한다거나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문화적 

요소에 대한 끌림일 수도 있고 상품으로서 끌림일 수도 있다.  

이와 연관되어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수용자일수록 미국에 대해    

서 동경하고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 미국에 대한 태도도 함께 긍정적

이었다 더불어 시청량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미국 상품 구매로 .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정소희 또한 국내 일본 대중( , 2008). 

문화를 경험하는 경험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꾸, 

준히 일본 대중문화를 기웃거려온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유럽 같은 경우 홍석경 은 프랑스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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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드라마 팬을 대상으로 서유럽에서 한국 드라마를 수용하는 것

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아시아 드라마 팬들은 한국의 . 

드라마만을 배타적으로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제공되는 드라마의 질

에 따라 더 나은 작품을 골라서 시청한다거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 

골라서 보는 경향이었다 또한 대다수의 동아시아 드라마 팬들은 일본 .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를 인식하고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소비하

면서 약간의 개인적 선호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한편 임정수 는 수용자들이 프로그램 요소들에 대하여 친숙    , (2008) “
하게 느끼는 것 으로 정의되는 프로그램 친숙도 개념을 사용하여 문화적 ”
거리 장르 선호 등 친숙도에 대한 요소를 포함시켜 한국 국내 시청자의 , 

미국 드라마 수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째 친숙도에 따른 콘텐. , 

츠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친숙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

소 중 미국 드라마에 빈번히 나타나는 사회 일탈적인 행위들인 사회규범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친숙도, 

의 요소는 결혼 관련 요소로 결혼 이혼 동거 데이트 등을 포함하는 결, , , 

혼문화를 다루고 있다 특히 결혼 관련 문화는 유교적 문화와 프로테스. 

탄트적 문화 간의 큰 차이가 미국 드라마 시청에서 친숙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 외에도 사회관계적 요소 의례 요소 일상사 요소, , , 

패션 요소 등 사회적 측면의 요소들은 문화적 거리에 의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문화적 직접경험을 측정한 미국 체류 기간이 프로그램 친. , 

숙도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기존 연구들이 문화적 거리의 ,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던 언어적 거리는 예상과는 달리 영향의 폭이 

좁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윤경 은 대 대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외 수입     (2004) 20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과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수입 프로그램을 문화 근

접국 프로그램과 비근접국 프로그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 

외에서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의 경험이 끼친 영향을 인지적 차원과 정

서적 차원의 태도로 나누어 접근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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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적으로 비근접국 프로그램의 경우 오히려 더 생소한 문화적 요, 

소에 대해 정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생 수용자들은 근접국 프로그램을 태도적으로 더 가깝

게 투사하고 있지 않아 문화적 근접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경험이 태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수용자들의 외국 . 

프로그램 수용을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기초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 , 

적 거리 또는 문화 근접성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에 항상 직접적 영향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승관 외 는 일본 수용자의 방송콘텐츠 수용과정에 대한 고    (2009)

찰을 통하여 양국 수용자의 일반적 수용 형태와 수용 동기에 있어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류에 관심이 많. 

은 일본의 대 여성과 대 여성 일류 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20-30 60-70 , ‘ ’
대 여성과 대 이상 여성 그룹으로 분류하여 양국 콘텐츠 드라20-30 40 (

마 영화 등 시청에 대하여 집단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 ) . 

따르면 한국의 수용자는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에 대하여 주로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수용하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가 한국과 , 

비교하여 현실적이고 소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 

의 수용자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가족애와 순수함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 수용자 한국의 방송영상콘텐츠를 문화의 국적을 넘

어 취향을 초월하는 탈 하위문화적 성격이 있다는 분석 윤경원 나미수( · , 

이 있으나 이는 연구 집단을 대학생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타2005) , 

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수용자들이 개인의 가치관으로 외국문화를 수용한다는 관   

점에서 최근 대중문화의 초국적성이 강화되면서 이들 흐름의 일방향성, 

보다는 초국적 문화소비 실천이 지닌 다지역적 측면에 관심(multi-local) 

을 갖게 되면서 초국적 드라마 수용에서 수용자들 이 (Morley, 2006), 

처한 문화적 맥락이나 가치의 중요성은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오랫



- 25 -

동안 거론되었다 는 할리우드 중심의 전통적인 . Liebes & Katz(1986)

국제 영상물 유통질서에서도 수용자들은 드라마를 해독하는데 있어 각 

문화권의 중심적인 가치를 중점적으로 해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하

였다. 

한류와 한국 문화상품의 효과에 관한 연구   (2) 

미디어콘텐츠 수용과 타문화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류의 효과    

와 수용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인 의 관점에서 ‘ ’
본 한류를 검토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된다 한류 또는 는 한국의 대중문. ( ; Hallyu the Korean Wave)韓流

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과 선호라고 말하며 한류의 정의에서 확인할 , 

수 있듯이 한류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전종우강내원 이준웅 은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중국인( · , 2015). (2003)

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한류 현상을 매개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
과정 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시청’ . , 

과 한국 음반 소유는 문화상품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이어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드라마 시청 드라마 평가 한국에 , , 

대한 이해 및 동경 한국 선진성 인식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고, 

정관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황창링 은 대만에(2007)

서 한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을 뿐 아

니라 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상이 보다 ,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과거 대만 사람들의 눈에 한국 상품은 등급 상품. 2

으로 간주되었으나 한류가 유행하자 가전제품과 자동차부터 화장품까지 , 

어느 순간부터 한국 상품은 대만사람들이 상급품으로 취급하였던 일본 

상품과 같은 자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상품보다 더 선호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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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전종우강내원 은 중국 같은 경우 한· (2015) , 

국 문화콘텐츠 소비가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과 관련된 신념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드라마 스토리 유형 중 문화정체성2)은 한국에 대한 

태도 또는 한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 

에서 브랜드적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로 이해하며 이에 대한 호의적 좋은 긍정적 감정을 한국에 , ,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한국에 대한 신념은 한국 제품의 품질 한국 . , 

관광 한국 거주 한국 투자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 , 

말하며 국가에 대한 태도는 특정 국가의 역사 정치 문화 외교 경제, “ , , , , ,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 , , , 

각 분야에 대한 내 외국인들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형성되·

는 것 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포괄시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스토리 유형 중 문화정체성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웅 신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

밝혔으며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는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관련 신념에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이에 이은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관련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한류 문화를 경험해 본 적 있는 미국인을 대    

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가 , 70%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한국

인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결국 미국 수용자들의 드라마 시청 행동이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

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박선영( , 

채지영윤유경 은 프랑스의 소비특성에 관하여 조2013). · (2013) K-pop 

사하였는데 타 국가에서와 같이 케이팝은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문화정체성 은 가장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문화 가치 민족 역사 평등 ‘ ‘ , , , , , 

꿈 시각적 상징 등으로 구성되어 자문화와 관련한 이야기 요소가 하나의 독립적인 , 
개념 구조로 기능하는 것을 정의된다 전종우 강내원(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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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한류와 같은 문화콘텐츠 소비 혹은 . 

문화상품 소비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신념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야

기하는 것이 확실하고 기본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상품 소비가 한

국을 방문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욕망을 일으키는 것도 

분명하나 행동에 대한 영향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고 말,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류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    

나 과연 한류 또는 이러한 문화상품을 통하여 호감도만 증가시킬 것인, ‘
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중?’ . 

국인의 한국인과의 대인적 경험은 한국 대중매체 소비와 같이 전면적이

지 않았으며 대중매체 소비 특히 한국 드라마 시청 와 부정적인 관계를 , ( )

맺고 있다 이준웅 같은 연구자의 다른 연구에서 중국 대중매체 ( , 2003). , 

소비가 적을수록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문화상품 소비 중 한국 드라마 시청과 대인적 경험, 

은 독립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준웅( , 

한편 한류 또한 한국이 만든 문화상품으로써 해외에 수출하여 2006). ,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문화를 각국에 전파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 

제국주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처럼 한류의 문화 전파가 일방적인 

흐름으로만 전개되면서 중국의 반감이 조성되어 반 한류 현상이 나( ) 反

타나고 있다 황낙건 강내영 은 반한류 발생의 사회문화적 ( , 2014). (2008)

요소를 정리하였는데 역사문제 문화 갈등 영상물에서 재현되는 중국인, , 

의 비하 중화민족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문화적 자존심 한류에 과도한 , , 

유입을 포함시켰다 윤경우 연구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반 한류. (2008) 

의 원인으로 한국인이 싫어서 라고 꼽는 비율도 로 나타나며‘ ’ 12.5% 3) 이 

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저항이 상대집단에 대한 저항과 반감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징조이며 사람들이 특정 문화요소에 감정, 

3) 강내영 중국의 한류콘텐츠 수용에 대한 연구 서울 중화 에서 재구 . (2008). . : TV. p.125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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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긴장과 개인적 갈등이 , 

강해져 저항이 많고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문화상품. 

의 소비가 무조건 그 국가나 그 국가 국민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좀 더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타문화 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제한점   (3)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 간 경험을 전제하여 경험이 어떤 식으  

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기(

순 또한 어떤 특정 국가 혹은 문화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단일 , 1996). 

차원으로 보기 힘들고 좀 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타문화. 

의 경험과 수용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발전해 왔으나 대다수는 미디, 

어 중심으로의 타문화 경험과 경험만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보는 타문화 경험과 수용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타문

화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Ball-Rokeach & 

은 미디어 효과의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와 미디어 수용자 DeFleur(1976)

두 관계에 대해서만 미디어 효과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매스미디, 

어 효과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디어는 단

순히 수용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미디어 수용자 사회적 환경 이 세 가, , 

지 구성요소가 모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미디어 의존이론

을 제창하였다 미디어 의존이론은 수용자가 미디어 메시지로부터 영향. 

을 받으면 수용자의 신념적 태도적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피, 

드백 되어 사회와 미디어를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거시적 중시적 미시, , 

적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이대은 또한 미디어는 타문화를 경험( , 2015). 

하고 배우는 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수단이지만 타문화에 대하여 여행

이나 외국 친구를 사귀는 것을 통해서도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만의 경로를 통하여 타문화를 경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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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여러 경로를 통한 타문화 경험이 일반적이며 각 경로에 대한 경험, 

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는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경험과     Yang, et al.(2008)

간접경험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한국에 대한 , 

국가명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한국에 (country reputation) . 

대한 경험을 개인경험과 간접경험을 나누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형성, 

된 한국에 대한 지각 은 친숙성 상당한 지식(awareness) ‘ (familiarity)’, ‘
으로 형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좀 (substaintial knowledge)’ .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각종 개인 업무 여, 

행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한 경험 해당 국가 문화 축제 참여 스포츠 경, , , 

기 참여 한국인 개인적 경험을 말하고 간접적 경험은 가족 또는 친구, , ,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을 통하여 얻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러, , . 

한 경험을 통하여 국가명성 중에 문화적 관심(culture appeal)4)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 또는 여행을 통한 국가 간의 경험도 중요한 요소

라고 간주하고 있다 강형구 외.(Papadopoulos & Heslop, 1986; , 2007) 

즉 특정 국가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그 국가, 

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좀 더 종합적 차원에. 

서 는 조직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 텍스트적 관계 개인적 , Moffit(1994) , , , , 

경험을 통하여 신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기순 은 타. (1996)

문화에 대한 경험을 면대면 대인적 경험 대중매체와 뉴미디어를 통한 , 

미디어적 경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험의 세 가지 측면을 나누어 분, 

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 대인적 경험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외국의 . 

개인이나 조직 집단 등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외국에 대한 태도를 형, 

성한다 매스 미디어 경험은 영화 음악 드라마 등과 같은 문화상품 등. , , 

의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형성된

4) 문화적 관심 은 풍부한 역사성 문화의 뚜렷함 문화의 매력성으로 측 (culture appeal) , , 
정하였다(Ya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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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절 직 간접적 경험 국가에 대한 신념 및 태도   2 · , 

앞서 검토하였듯이 타문화 경험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진행해 왔으    

나 미디어에만 의존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 

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절에서 우선 직 간접적 경험의 개념을 살펴본 , ·

다음 직 간접적 경험은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 ·

고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직 간접적 경험의 개념   1. ·

타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오래 진행해 왔으며 대인적 경험인     , 

직접적 경험과 미디어 위주의 경험인 간접적 경험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직접적 경험에 대한 이론은 경험 가설 을 . (Allport, 1954)

기반으로 하여 타 집단 구성원과 자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고 공감을 형성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기존에 , 

가졌던 편견의 감소로 이어져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해 왔다 간접적 경험에 대한 이론은 타문화의 대중매체 이용이 그 . 

문화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험 가설에서 발전된 

준 사회적 경험 가설 로써 설명이 가능(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하며 미디어를 통하여 타 집단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집단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김소영 외 또한 대중매체 등 간접적 경험은 대인적 접촉을 ( , 2013). 

비롯한 직접경험과는 달리 개개인의 특수한 욕구에 꼭 들어맞는 구체적“
이고 차별적 이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나 제한된 인상의 생활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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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았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학습의 기회는 주는 것이다 이준웅.( , 2006)” 
그러나 직접적 경험은 그중 대인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양보다 질이     , 

더욱 중요하며 타문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많다고 반드시 타문화 혹, 

은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 

외국인과 접촉할 때 몇 번 접촉했느냐보다 만났을 때 정서적으로 얼마나 

교감했느냐 또는 정서적 지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민영. (2012)

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질적 측면을 모두 포함시켜서 분석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간접적 경험의 경우 특히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 , 

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대중매체의 속성상 사실이나 현실을 과장

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미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 , 

점에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호창 즉 문화( , 1999). 

상품 소비를 통한 경험은 소비하는 사람에게 국가에 대한 신념에 좋은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혹, 

은 그 국가 국민을 접촉할 때 그 국가의 풍습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 , 

또는 개인적 경험 차이로 인해 머릿속에 상상하였던 아름다운 그림 이 ‘ ’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직접적 경험에 비하여 간. 

접적 경험은 그 국가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직 간접적 경험은 연구에서 다    · Leung & Chiu(2008) 

문화 경험 이란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었다 이(multicultural experience) . 

에 따르면 다문화 경험은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그 문화의 여러 요소들

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 간접적인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두 · .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다른 문화를 경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나와 다른 문화가 있다는 즉 자신과 , 

다른 습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다문화에 

대한 인정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또는 다문화 수용성 .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 간접적 경험의 경로는 체계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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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차원으로 나눌 수 . 

있다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형식적 경험과 그 외에 다양한 .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비형식적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경애( ,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때 특히 비형식적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2010). , 

연구를 진행하였다 은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정체성에 . Chang(2002)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가족 친구 사회 일하는 장소 학교 교회 미디, , , , , , 

어 언어 여행 등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 

또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이혜진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지(2009) , , 

역사회 학교 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으로 범주화시켰다 이, · , , , , . 

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타문화에 대한 경험을 친구 지인 여행인 , , 

직접적 경험과 문화상품 드라마 영화 음악 인터넷인 간접적 경험으로 / , , 

나누어 각각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타문화 경험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관계를 살펴볼 때     , , 주현

식 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 홍콩 대만인들을 연구 대(2007) , , 

상으로 한류에 대한 인식 감정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한류에 대한 인, . , 

식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 

국에 대한 감정에 미친다고 밝혔으며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한 사, 

람들은 한국에 대한 감정을 좋게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이용희이기종. ·

은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인을 연구 대상으로 프랑스에 대한 감정(2010) , 

이 프랑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인 관광객들, 

은 프랑스를 방문한 후 프랑스에 대하여 느낀 감정이 프랑스에 대한 신, 

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용희 이기종 의 다, · (2011)

른 연구에서도 한국인은 프랑스에 대한 문화인식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을 밝힌 바가 있다. 

  

간접적 경험 및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2. 

직접 경험 못지않게 간접적 경험도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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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간접 경험은 대중매체나 지. 

인의 경험을 관찰하거나 상상하는 방식으로 외부 집단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희선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경험 중에 특히 드라마( , 2014). , 

영화 대중음악 등 문화상품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드라마와 영화, . 

에 대해서는 왕명명 외 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2011)

를 시청하는 것과 한국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결과에 따, 

르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중국인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볼

수록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고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감정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김성엽 의 연구는 중국 유학생에 . (2011)

있어서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대한 영

향력이 강하지 않으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혔으며 드라, , 

마와 영화의 영향력이 대형 공연과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에 의한 신 

한류의 확산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상우 장영혜 는 . · (2011)

각종 미디어나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한 특정 국가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 

이 높은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더욱 높게 평가한

다고 제시한다 음악에 대해서는 서철현 양지연 은 중국 상해지역. , · (2012)

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케이팝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는 케이팝의 소재 내용 시각적 또는 음향적 효과가 국가에 신념과 , ,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케이팝을 통하여 야기된 한국 문. 

화의 관심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김성섭 김미주 서철현 양지연 유경진 외 는 ( , , 2009; · , 2012). (2014)

현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케이팝 소비 실태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케이팝에 대한 내. , 

용 평가가 한국에 대한 감정 대중음악의 지속적 소비 의향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는 한국 대학생의 미국 . Shim, et al.(2012)

드라마 시청량이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평균 주당 . 

시청량 외에 총 시청 연수 또는 시청한 총 작품 수가 해당 국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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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미칠 것으로 보고 조사하였는데 와 Wu & Tseng(2002) Yang & 

의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드라마 시청량이 해당 국가에 대Chen(2000)

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반면, 

와 연구에서 정반대의 연구결과를 밝혔다Lii & Chen(1998) Sun(1999) . 

뉴스와 신문에 대해서 외국 언론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태도에 관    , 

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미란 은 영국의 타임즈, (2001) (The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즈 에 Times), (The Guardian), (Financial Times)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양적으로 볼 때는 문화와 스포츠 . 

기사가 많았으며 질적으로 볼 때는 월드컵 관련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 , 

책 북한 미사일 위협 한국의 경제 위기 정보 통신산업 발전 등의 기사, , , 

가 많아 동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 논의해야 . 

될 것은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물 또는 음악 등 문화상품이 오락성을 띠

고 뉴스는 오락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보성을 띠고 있으며 뉴스에서 , , 

보도되는 시각 또는 관점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떠, 

한 특정 태도를 유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 

화상품 소비와 뉴스 이용이 국가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데 있어 효과의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적 경험 및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3. 

타문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 중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면    , 

은 사전에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경험 Plant & Devine(2003)

효과가 긍정적인 반면 사전에 부정적인 경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 

부 집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집단 간 상호작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이질 문화 경험의 효과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동시에 경험이 이. 

루어지는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험 가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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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는 가정에 근

거한 것이다 박윤경 그러나 집단 간 경험이 증가하여 서로에 대( , 2007). 

하여 더 잘 알수록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장상희 즉 경험 ( , 1998). , 

그 자체가 집단 간 태도를 항상 호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 

적 경험에서는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대한 

호감이 증진될 수 있으며 은 내부 집단 구성원이 외Wright, et al(1997)

부 집단 구성원과 친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외부 집단에 대한 태

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행은 거주지를 떠나서 다양한 문화. “ , 

사람들과 접함으로써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며 낯선 것들” , “
과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 하경애 외국인과의 경험이 모”( , 2010). 

든 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영향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특정 집단과의 경험

이 해당 집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꾸준히 확

인되었으며 여행 경험보다는 지인이 있는 것의 효과가 더 관찰되는 것은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노출이나 경험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서 긴밀한 관계로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다

송유진 또한 집단 간 우정이나 동료애로 인해 타문화 소속인( , 2013). “
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유발되고 이런 긍정적 태도 혹은 감정 때문에 , 

과거 직접 접촉한 기회가 없었던 타문화 구성원 일반에 대한 태도까지 

호의적으로 구성하는 경로가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이준웅” ( , 2006). 

이러한 직접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인식 그 국가 국민에 대한 인식이

라고 볼 수 있다 김상우 장영혜 는 한국과 미국 각각 하나의 대학. · (2011)

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감정 도움이 되는 사람 신뢰할 만‘ ’, ‘ ’, ‘
한 사람의 국민 이미지 문항으로 감정 우호적임 호감 좋은 국가’ ‘ ’, ‘ ’, ‘ ’, ‘ ’
인 해당 국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으며 양쪽 국민의 , 

모든 인식은 양쪽 국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반면 김소영 외 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과의 경험을 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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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한국인과의 만나는 횟수가 한국과 한국

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양적 측면의 다른 경험 전(

화 메시지 등 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 )

질적 측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감정적 또는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

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보다 면대면 .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험의 양보다 경험의 질이 더 중요한, 

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직접적 경험이 국가 에 . 

대한 신념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낙관론에 이바지하는 가운

데 이에 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Shim, et al.(2012) . Shim, et al.(2012)

는 한국 대학생에게 있어 빈번하게 미국인 친구와 연락하거나 미국인 친

구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가 미국 혹은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여행에 대해서 이용희이기종 의 연구에서 프랑스를 방문한     , · (2010)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프랑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국가에 대한 신념

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연구 이용희( ·

이기종 에서 프랑스를 방문하고 프랑스에 대한 문화 인식이 프랑, 2011)

스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 

기존 연구들의 관점에서 여행과 대인접촉 등 직접적 경험과 해당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반드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여행은 자기 나라를 떠나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인. 

을 직접적으로 접함으로써 직접적 경험의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겠으나 현지인과 얼마나 접촉했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도 있고 상품을 구매할 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논의되었듯이 대인접촉에 있어 양보다 . , 

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외국인 지인에 . 

비해 사적인 만남을 갖는 외국인 친구와 접촉하는 것이 훨씬 정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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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을 수 있으며 더욱 깊게 교감할 수 있다 또한 김소영 외, . (2013)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직접 만나는 것과 전화를 비롯한 매개된 커뮤니케

이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친구와 접촉하는 것 혹은 

여행이 국가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다른 효과가 나

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논의되었듯이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그저 그 국가 또는 문화가 재현된 상황을 경험하게 하며 문화상품은 대

부분 이용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직, 

접적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간접적 경험에 의거하여 좋

은 평가를 할 경향이 있다 반면 직접적 경험을 한 사람에게 있어 간접. , 

적 경험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태도에 좋게만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

점에서 연구 문제 과 연구 가설 를 설정하고자 한다 모, RQ1 H1-1~1-4 (

든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미국 일본 한국 국가별로 검증한다, , .).

직접적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RQ1. 

신념 또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직접적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음H1-1 , , 

악을 포함한 문화상품을 소비한 것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정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뉴스를 이용한 것이 국가H1-2 

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음H1-3 , , 

악을 포함한 문화상품을 소비한 것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정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뉴스를 이용한 것이 국가H1-4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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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대만인의 문화적 가치   3

외국 문화콘텐츠 소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중국    

을 사례로 연구해 왔으나 대만은 정치적 또는 지리적 조건을 보았을 때 , 

중국과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대만 문화는 어느 측면에서 중국 

문화와 같으면서도 엄연히 다른 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대만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좀 더 일찍 서구화되어 기존의 중화권 

문화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만도 별

개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적 가치가 . 

무엇이고 현재 대만인이 기존의 중화권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가를 추정하고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적 가치   (1) 

문화 란 사전적 의미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culture) “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 , 

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습득을 통틀어 이르고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 , , 

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문화는 자연과 대립되는 , , ”. “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라”
고 정의하기도 한다 가 제시한 바와 (McCracken, 1986). Eckstein(1988)

같이 문화는 외적 또는 내적 측면이 있으며 외적 자극으로 인한 신념과 , 

태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신념과 태도는 쉽게 변하는 반면 내적으로 뿌, 

리 깊은 가치 가 있으며 외부로 인한 변화를 거부하는 기능을 작동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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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념과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화에 내포된 가치 를 . ’ ’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치는 옳고 그름 또는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 , 

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할뿐더러 나아가서 개인이 속한 ,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라고 간주되어 왔다”
또한 가치는 문화의 본질적인 구성(Rokeach, 1973, Schwartz, 1994). 

요소의 하나로 해당 문화를 잘 반영시켜주는 변수이다 박미옥( , 2001). 

나아가서 문화적 가치란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활동 감정 관계“ , , , 

목표가 그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복리를 중요시 여겨지는 일반화된 신념

이나 감정 이라 정의되며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구체적 상황이나 지금 ” , “
당장의 목표를 넘어서 보다 궁극적 존재 상태로 행동과 판단을 지시하는 

중심적이며 지속적 신념 이라 정의하였다 최병룡” ( , 1991).

신념과 태도 및 가치의 관계   (2) 

    가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신념과 태도를 강력하게 결정짓는 요소로

서 사회과학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Hommer & Kahle, 1988; 

양혁승 정영철 또한 가치는 인간의 선Sawyerr, et al., 2005; · , 2002). “
택 신념 태도 행동을 이끄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유경, , , ”( , 

또한 2005). 가치관 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values) “
의 선택적 상황으로 자기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신념

이나 사고 및 감정과 행동에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본 요소 를 말한다 이상길” ( , 1988). 다시 말해 인간의 신념과 태도가 ,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념과 태도는 어떠한 . 

객체나 상황에 대한 묘사 평가 행동적 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 

이라면 태도와 달리 가치는 특정한 신념과 태도에 얽매이지 않고 신념과 

태도보다 근본적이고 신념 태도 행동의 바탕이 된다, , (Rokeach, 1968). 

는 태도와 가치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특Oslon & Zanna(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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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표출한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는 문화적 가치 와 태도 에 대해 보다 . Shi(2001) ‘ (value) (attitude)’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에 따르면 첫째 가치와 태도는 다른 심. Shi(2001) , 

리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가치는 내적 기. 

준으로서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명시하는 반면 태도는 특정 객체에 대, 

한 평가와 판단과 관련된다 둘째 가치와 태도는 형성되는 근원과 과정. , 

의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가치는 조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것. 

이라면 태도는 이러한 가치 또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의 상호작용을 , 

통해 형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부분적으로 외부의 자극으로 . , 

형성되는데 제도적 변화로부터 야기된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

의 변화는 태도를 쉽게 변하게 만든다 그러나 가치는 기본적으로 조기. 

의 사회화로 인해 형성된 것이며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5) 

간 문화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   (3) 

서로 다른 문화 간 가치에 대해 대표적으로     , Kluckhohn & 

의 가치지향성이론 의 Strodtbeck (Value Orientation Theory), Hofstede

문화차원이론 와 의 가(Cultural dimension theory), Rokeach Schwartz

치이론 등이 있다 는 가치지향이론을 제. Kluckhohn& Strodtbeck(1961)

시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가설을 세웠다 첫째 보편적 인간의 문. , 

제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항상 찾을 수 있

다 둘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나 가능한 해결책 . , , 

범위 안에 변동된다 셋째 모든 해결책의 대안은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 , 

나 각 사회에서 각자 다른 대안을 선호한다 이를 기반으로 , . 

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공통적으Kluckhohn& Strodtbeck

5) 가치와 태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 예를 들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Shi(2001) .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조기의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가치 이며 아버지에 태도는 이‘ ‘ , 
러한 가치와 실제 아버지의 행 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 제시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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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면할 다섯 가지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결책에 따라 사회문화적 가치지향성이 결정된다.

는 개 이상의 현대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간     Hofstede(1980) 50

문화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각자 다른 문화에서 권력주의 개, ‘ ’, ‘
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 의 네 가지로 공통적 가치지향성을 분’, ‘ ’, ‘ ’
류하였으며 또 다른 학자 는 인간의 가치관을 존재의 Rockeach(1973)

가치와 관련된 수단 궁극적 가치 와 행동방식과 관련‘ (terminal values)’
된 도구적 가치 로 나누었다 그중에 수단 궁극적 ‘ (instrument values)’ . ‘
가치 를 개인의 성격에 관한 개인적 가치 또는 사회환경과 대인적 상호’ ‘ ‘ 
작용 에 관한 사회적 가치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구적 가치 를 인간관’ ‘ , ‘ ’
계와 죄책감에 관한 도덕적 가치 또는 개인과 수치심에 관한 능력의 가‘ ’ ‘
치 로 분류할 수 있다 는 ’ . Schwartz(1992) Rockeach(1973), 

의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보편적 가치 이Bond(1987), Hoftstede(1980)

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성취 박애, (achievement), (Benevolence), 

쾌락주의 동조 권력 안정(Hedonism), (Conformity), (power), (Security), 

자율 자극 전통 보편주의(Self-Direction), (Stimulation), (Tradition), 

의 가치지향성으로 분류하였다 에 따르(Universalism) . Schwartz(1992)

면 이 개의 가치를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10

며 하나는 보수성 과 개방성 이고 하나, (conservation) (open to change)

는 자아 증진 과 자아초월 이다(self-enhancement) (self-transcendence) .

는 명의 대만인 성인남녀를 연구 대상으로 간 문    Wang(2012) 1227

화적 가치관 에 대해 조사하였다 저자는 (cross-cultural values) . 

의 척도를 보완한 의 Rockeach(1973) RVS Schwartz(1992, 1994) SVS 

척도 개의 가치로 대만인의 보수성 개방성 자아 증진 자아초10 ‘ ’, ‘ ’, ‘ ’, ‘
월 네 가지 측면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6) 조사 결과 대만인은 보수성 , ‘ ’
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어서 자아 증진 자아초월 개방성 의 순으로 , ‘ ’, ‘ ’, ‘ ’

6) Wang 는 전적으로 나와 같다 매우 나와 같다 다소 나와 같다 다소 나와 (2012) ‘ ’, ‘ ’, ‘ ’, ‘
같지 않다 매우 나와 같지 않다 전적으로 나와 같지 않다 의 점 척도로 측정하였’, ‘ ’, ‘ ’ 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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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여긴다 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양 국가. Schwartz(1992, 1994)

에서는 개방성 과 자아초월 의 경향이 더욱 강하나 이 연구에서는 정‘ ’ ‘ ’ ,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저자는 중화권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으며 현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성이 강해지는 반면 , 

전통성이 약해지나 대만 사회는 여태껏 현대성보다 전통성이 높다고 주, 

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만 사회는 유교사상에 대한 갈등 혹은 집단주. , 

의로부터 개인주의의 사회로 전환한다기보다 과거 사회적 규범과 압박에 

벗어나 점차 개인의 가치로 대체해 가며 개인의 행동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개의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그중에 대. , Schwartz 10

만인은 자율 성취 권력 전통 박애 보편주의의 경향이 있다고 밝혀진 , , , , , 

바가 있다(Wang, 2012). 

앞서 언급된  의 문화적 가치들은     Hofstede, Rockeach, Schwartz

비교문화연구에서 발전해 온 보편적 간 문화 가치척도이다 그러나 이와 . 

같은 가치척도들은 서구적 가치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 혹은 중화권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화권 가치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

중화권 문화 가치지향성   (4) 

이와 같은 가치 척도들은 간문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 

는 이러한 척도로 중화권 국가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타Matthews(1991)

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 

깝고 명나라와 청나라 때부터 중화문화는 대만 토착문화와 함께 뿌리 깊

게 자리 잡혀 있으므로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의 문, , 

화와 문화적 가치들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년 . 1987

와 그의 동료들이 중화권 사회과학 학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생각하Bond

는 중화권 국가 사람들의 최소 개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리스트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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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 리스트들 중에 상당한 가치들이 겹쳤으. 

며 총 개의 가치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외에는 이전의 중국 철학자, 33 . 

과 사회과학자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 가치7 ( 14, 16, 26, 27, 34, 

의 가치를 보충하였다37, 40)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에 따르면 중화권 가치 연구는 서로 다른 개의 동양    Bond(1988) 22

과 서양 국가의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남녀 비율을 맞춰 조사하였

다 나아가서 생태학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의 가치를 통합. 40

유교적 역동성 인(Intergration), (Confucian work dynamism), 

도덕적 규범 의 가지 유형으로 (Human-heartness), (Moral discipline) 4

분류하였다 이 가치들 중에 유교적 역동성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아시. 

아의 다섯 마리 용이라 불리는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 가, , , , 

장 높게 나타났다 중화권 가치 척도는 와 의 간 문. Hofstede Rockeach

화 가치 척도의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중화권에서 공유된 가치로 보완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중화가치 척도는 다음과 같이 통합 유교적 역동성. , , 

인 도덕적 규범 네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통합, . (Intergration)

은 사회의 안정성 가족의 강한 유대 여자의 정조 등 가족의 중요성을 , , 

강조하는 가치지향성을 반영한다 타인에 대한 포용성 인화 남과의 유. , , 

대 경쟁이 없는 것 신뢰성 생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 지기, , , , ,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도 애국심 여자에 정조 등 개의 가치를 포괄, , 11

시켰다 유교적 역동성 은 유교적 근면성에 . (Confucian work dynamism)

대한 가치지향성을 반영한다 위계질서 존중 근검절약 끈기 수치심. , , , , 인

사차례 문안 선물 등 안정성 있는 성격 체면을 살리는 것 전통에 대( , ), , , 

한 존중 등 개의 가치를 포괄시켰다 인 은 8 . ( , Human-heartedness)仁

인간의 관대함과 동정심을 강조하는 가치지향성 또는 엄격하게 법칙이나 

규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가치지향성을 반영한다 너그러운 마음씨. , 

참을성 예의범절 정의감 애국심 등 개의 가치를 포괄시켰다 애국심, , , 5 . 

은 동시에 통합과 인 에 속한 것이다 도덕적 규범’ ‘ ’ ‘ . (Moral discipline)

은 도덕적 속박을 강조하는 가치지향을 반영한다 연구에서 중용.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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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 가운데 길을 따르는 것 초연하고 순수한 몸가짐을 하는 것 과욕( ), , 

함 욕심이 적음 적응성 신중함 등 개의 가치를 포괄시켰다( ), , 5 .

가 제시한 중화권 문화 가치척도와 의 가치지    Bond(1988) Hofstede

향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화권 문화 가치척도는 아주 근원이 없는 것

이 아니다 중화권 가치척도 중 통합과 도덕적 규범의 범주는 . Hofstede

가 주장한 가치지향성 중 권력주의와 개인주의와 크게 연관되며 주목할 , 

만한 것은 중화권 가치인 인 이 가치지향성 중 여성성과 크게 ‘ ‘ Hofstede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교적 . , 

역동성 혹은 유교적 정신 이라는 영역은 가 제시한 가치지향성( ) Hofstede

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가치를 추가하여 중화권 국

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 

는 유교적 역동성이 대만 홍콩 일본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Bond(1988) , , , 

지게 나타난 것을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 이루었다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 맥락에서 이준웅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와 지위에 (2006) 

대한 인식에 따라 국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할 것은 경제와 지위에 대한 인식은 그저 국가에 대

한 신념일 뿐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 

문화적 가치를 별개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한편 이전의 중화권 가치 척도는 국가를 구성단위로 조사한 것이라    , 

면 는 나아가서 개인을 구성단위로 중화권 가치 척도를 , Mattews(1991)

발전시켰다 는 호주에 있는 중화권 국가 유학생 명. Mattews(1991) 151

을 대상으로 하여 하화문화협회와 가 제창한 개의 중화권 Bond(1988) 40

가치를 조사하였으며 가지 가치 유형을 진실성 관용, 4 & 

유교적 정신 이념과 인간에 (Integrity&Tolerance), (Confucian ethos), 

대한 충성 절제 도덕적 규범(Loyalty to ideals & humanity), & 

으로 재명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교(Moderation& Moral Discipline) . 

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는 중화권 사회에서 여태껏 지배적 인식구조이며, 

현재의 정치적 상태에 맞게 변형되었을 뿐 그 본질이 사라지거나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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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서구. 

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간 문화 가치 대신 중화권에서 공유된 가치를 포함

한 중화권 가치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가치가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관점에서 문화적     , 

가치도 어떠한 특정 국가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화적 가치는 타문화 경험을 . 

할 때 타문화 경험 혹은 해당 국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되는지 마지막, , 

으로 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를 좌우한 가치는 태도와 신념체계의 , 

가장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며 개인의 다른 많은 

신념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는 관점에서 (Oskamp, 1977)

본 연구는 대만인이 타문화 경험을 할 때 중화가치 지향성이 작동되어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연구 . 

문제 와 연구 가설 을 설정고자 한다 모든 연구 가설은 다음과 2 2-1~2-6 (

같이 미국 일본 한국 국가별로 검증한다, , .).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RQ2. ·

는 관계에서 중화가치 지향성이 조절하는 데 있어 효과의 차이가 미국, 

일본 한국 국가별로 나타나는가, ?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미국 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미국에 H2-1 ·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일본 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일본에 H2-2 ·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다.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한국 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한국에 H2-3 ·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다.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미국 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미국에 H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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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일본 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일본에 H2-5 ·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다.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한국 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한국에 H2-6 ·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다.

그림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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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방법 3

제 절 표본   1

앞에서 각 경로를 통한 타문화 소비를 할 때 수용자 측에서 일어나    

는 심리적 변화 즉 국가에 신념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를 탐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미국 일본 한국 문화를 소비한 , , 

적이 있는 대만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표본은 기. 

존 연구에서 진행해 온 표본에 기반을 두고 제작된 것이다 이준웅.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2003, 2006) , 

을수록 드라마를 더 많이 시청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

준웅 연구에서 소득은 직접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2006) . 

외에 언어 수준은 직접적 경험의 빈도와 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

하므로 김소영 외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 2013) . 

설문조사는 대만의 설문조사 사이트인 Do Survey( )問卷市調 를 통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조사하였으며 표집의 관리는 사이2106 8 8 8 23 , 

트를 관리하는 해당 업체(iReach 點通行銷股 有限公司份 가 담당하였다) . 

표 은 이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보여준다< 1> .

또한 매년 대만 교육부 통계처 에서 실시한 교육     ( ) <台灣 育部統計處教
통계 에 따르면 년 어학연수를 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교> 2015

환학생으로 대만에 온 외국 유학생은 무려 만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11

졌다 이 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중 미국 유학생은 명 일본 유. 3806 , 

학생은 명 한국 유학생은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6319 , 3820 , 

은 전체 외국 유학생에 명 로 일본은 전체에 명3.5%(3802 ) , 5.7%(6319 )

로 한국은 전체에 명 로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유학생 , 3.5%(3802 ) . 

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보였으나 본 표본은 미국인과의 연락 횟수가 상, 

대적으로 많고 한국인과의 연락 횟수가 적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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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만 교통부 관광국 에서 대만 국민 여행 현2015 ( )台灣交通部觀光局

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년 대만인의 평균 해. 2015

외여행 횟수는 회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1 (n=2182). 

한 국가 중 미국은 로 일본은 로 한국은 로 차지하고 3.8% , 33.7% , 3.5%

있었다 이와 같은 비중을 참고하였을 때 본 표본은 대만인의 평균 여행 . 

횟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이러한 .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년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    2015 (National Communication 

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프Commission, )台灣國家通訊委員會

로그램 시청량 중 미국 일본 한국 프로그램은 가장 많이 시청하는 국, , 

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그중 미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중은 . 

로 가장 크며 일본과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중은 각 73.12%

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였다 본 표본에서 드라마 영화 38.71%, 38.01% . /

관람은 역시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 , .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인터넷으로 평. 

균 주당 시간 혹은 시간 이용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 외국10 3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표본에 나타. 

난 드라마 영화 관람의 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 드/

라마 영화 관람은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

표 표본의 특성< 1> 

구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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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주요 변수의 측정  2

간접적 경험   1. 7)

타문화에 대한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경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개방형 질문이다 간접적 경험은 기존 . 

7) 직 간접적 경험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경험을 각각 측정하였다 · , , .

성

별

남자 155 52.2

일

본

어

실

력

불가능하다 140 47.1

여자 142 47.8 초급 126 42.4

가

구 

소

득

15,000 

대만달러이하
32 10.8 중급 28 9.4

15,000-25,000 

대만달러
30 10.1 고급 3 1.0

25,001-35,000 

대만달러
23 7.7

거의 

원어민수준
0 0

35,001-45,000 

대만달러
24 8.1

한

국

어

실

력

불가능하다 261 87.5

45,001-55,000 

대만달러
31 10.4 초급 35 11.8

55,001-65,000 

대만달러
43 14.5 중급 2 0.7

65,000-75,000 

대만달러
40 13.5 고급 0 0

75,001 

대만달러이상
74 24.9

거의 

원어민수준
0 0

영

어

실

력

불가능하다 12 4.0

전체(n=297)

초급 86 28.7

중급 153 51.5

고급 43 14.5

거의 

원어민수준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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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김소영 외 유경진 외 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 , 2013; , 2014)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문화상품 소비량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1

연구는 또한 대만인 대학생의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드라마 영화‘ 1 ’ , , 

버라이어티쇼 시청 음악 청취량 몇 분을 개방형으로 측정하여 문화상품 , 

소비량으로 합산하였다 뉴스는 정확한 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 

에 별도로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뉴스 이용 횟수를 개방형으로 측‘ 1 ’ 
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는 어떠한 언어로 되어있든. 

지 간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 대한 뉴스기사 이용 횟수를 측정하였다.

표 에 나타난 미국 일본 한국 문화상품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 2> , , , 

대만 대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미국 문화상품 분 을 많이 소비하는 것(337 )

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 문화상품 분 과 한국 문화상품, (235 ) (178

분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만 대학생들의 평균 주당 외국 문화상품 소) , 

비 용량이 최소 시간 이상에 달하였다 뉴스 이용과 정보검색 빈도도 3 .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보였다, , .

  

표 간접적 경험 < 2> (n=297)

개념 요소/

미국 일본 한국

Max/Min M(SD) Max/Min M(SD) Max/Min M(SD)

간

접

적 

경

험

합

계

드라마/

영화 

관람

단위( : 

분)

2400/0
138.09

(285.49)
2000/0

105.81

(225.09)
3000/0

82.78

(218.55)

버라이

어티쇼 

시청

단위( : 

분)

1960/0
44.37

(133.78)
600/0

50.02

(98.94)
1000/0

49.02

(107.47)

음악 

청취
10000/0

184.18

(645.19)
2100/0

79.49

(218.94)
900/0

46.34

(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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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경험   2. 

직접적 경험은 기존 연구 이용희 이기종 왕명명 외    ( · , 2010/2011; , 

민영 김소영 외 를 참조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2011; , 2012; , 2012) , 

황을 고려하여 여행은 해당 국가의 총 방문 횟수를 개방형으로 측정하였

다 외국인 접촉은 기존 연구 김소영 외 를 참조하여 과거 년 동. ( , 2012) 1

안 직접 만나는 횟수 또는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와 같은 매체/ / / /

를 통하여 연락하는 총 횟수를 개방형 질문으로 친구와의 연락 또는 만, 

남의 빈도를 합산하였다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친구는 인사 . , 

정도만 하는 사이가 아닌 사적 만남을 갖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표 에 나타난 미국 일본 한국인과의 평균 연락 횟수를 비교해     < 3> , , 

보면 역시 간접적 경험과 유사하게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친구와의 접, , , 

촉 빈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인들과의 접촉 빈도는 미국 한국 일본, , ,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와 친구와 상관없이 대만 대학생들은 외. 

국인과 각종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

로 보인다 현재까지 여행 횟수의 경우 미국과 한국 여행은 평균적으로 . ,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여행은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 다, 

녀온 것으로 보였다 나아가서 직접적 경험을 한 번 이상 해 본 대만인. , 

과 그렇지 않은 대만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에 나타나듯이 . < 4>

미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해 본 대만인은 그렇지 않은 대

단위( : 

분)

문화상=

품 소비
10300/ 0

366.64

(774.29)
4600/0

235.33

(455.63)
3148/ 0

178.13

(340.46)

뉴스이용

단위 회( : )
600/ 0

19.50

(56.21)
134/0

7.86

(19.20)
120/ 0

3.06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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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한국 문화에 대한 직접적 , 

경험은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 직접적 경험< 3> (n=297)

표 직접적 경험의 유무< 4> (n=297)

개념 요소/

미국 일본 한국

Max/Min M(SD) Max/M in M(SD) Max/Min M(SD)

직

접

적 

경

험

 

합

계

친구연락

단위 회( : )
300/0

7.07

(29.74)
80/0

3.13

(9.30)
100/0

1.89

(9.72)

친구만남

단위 회( : )
360/0

3.43

(22.66)
300/0

4.20

(25.65)
200/0

1.70

(12.35)

=

친구

접촉

빈도

단위 회( : )

660/0
10.50

(49.13)
305/0

7.33

(28.83)
300/0

3.59

(20.56)

여행

단위 회( : )
30/0

0.81

(2.49)
13/0

1.28

(1.98)
12/0

0.43

(1.16)

구분 

단위 명( : )

직접적 경험이 있다

친구접촉 여행( + ≠0)

직접적 경험이 없다

친구접촉 여행( + =0)

미국
223

(75.1%)

74

(24.9%)

일본
209

(70.4%)

88

(29.6%)

한국
114

(38.4%)

183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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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신념   3. 

본 연구에서 타문화 경험을 하고 난 뒤 학습된 지식을 국가에 대한     , 

신념이라 정의하였으며 오미영 외 주현식 의 국가 이미지 , (2003), (2007)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반영한다 오미영 외, . 

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디어와 언론 보도에 의존하여 외국에 대(2003)

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직접 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과 외국

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였으며 국가에 대한 신념 중에 사회 안정성은 , 

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짧은 기, 

간 동안 외국을 방문을 한 사람은 의료 서비스나 교통의 편리성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환경은 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를 감안하여 국가에 대한 신념은 사회복지환경과 사회 안정성을     

제외하고 상품은 품질이 우수하다 국민들은 긍정적인 사고방‘OO ’, ‘OO 

식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은 다’, ‘OO ’, ‘OO
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 ‘OO
라이다 은 문화적으로 개방된 나라이다 은 고도의 기술력을 ’, ‘OO ’, ‘OO
가진 나라이다 은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등 세계화 개의 문’, ‘OO ’ 8

항과 인들은 교육수준이 높다 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다‘OO ’, ‘OO ’, 
은 민주적인 국가이다 의 생활수준은 높다 등 현대화 개의 ‘OO ’, ‘OO ’ 4

문항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2 5 (1: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5: ) . 

국가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 총 개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    12

(Cronbach’s Alpha Test)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신뢰도는 일본의 . .917, 

신뢰도는 한국의 신뢰도는 로 세 국가에 대한 신념의 신뢰도 .910, .919

계수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9 .8) 

8) 이 논문에서 제시된  "는 모두 크론바호의 알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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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학생의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국가 태도 신념의 평균값을 비, , 

교해 보았다 신념에서 미국과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일본은 . , 

점46 (" 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점=.910) , 40 (" 으로 세 =.919)

국가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표 국가에 대한 신념< 5> (n=297)

국가에 대한 태도   4. 

본 연구는 외국에 대해 느낀 감정을 국가에 대한 태도라 정의하였으    

며 이준웅 연구에서 해당 국가 국민 문화에 대한 평가적 , (2003, 2006) , ,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을 채택하였다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1: , 

매우 그렇다 구체적으로 나는 인을 좋아한다 나는 이라는 5: ). ‘ OO ’, ‘ OO

국가를 좋아한다 나는 문화를 좋아한다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 ‘ OO ’ 3

요소

미국 일본 한국
신뢰도

(")

평균

표준편차( )

신뢰도

(")

평균

표준편차( )

신뢰도

(")

평균

표준편차( )

품질우수

.917
45.30

(6.80)
.910

46.15

(6.71)
.919

40.01

(7.03)

사고긍정

세계경쟁

관계우호

비즈니스

문화개방

고도기술

음식문화

높은교육

경제발전

민주국가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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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에     , < 6>

나타나듯이 미국의 신뢰도는 일본의 신뢰도는 한국의 신뢰.854, .886, 

도는 로 세 국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905 .8 

다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신념과 유사한 . , , , 

패턴이 보였으며 일본은 점, 12 (" 으로 미국의 점=.886) 11 (" 보다 =.854)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은 점9 ("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905)

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국가에 대한 태도 < 6> (n=297)

중화가치 지향성   5. 

중화가치 지향성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 

와 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화가치척도Bond(1988) Matthews(1991)

중 유교적 역동성(Chinese Culture Survey) (Confucian work 

를 참조하여 총 개 문항을 점 리커트 척도 내게는 전혀 dynamism) 8 9 (1: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로 측정하였다, 9: ) . Bond(1987, 

에 따르면 중화가치 지향성은 네 가지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1988) , 

며 이 가운데 유교적 역동성은 요인분석에 의하면 가 제창한 , Hoftstede

보편적 가치와 유일하게 관련 없는 가치의 차원이고 일본과 아시아의 , 

네 마리 용인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가, , , 

요소

미국 일본 한국
신뢰도

(")

평균

표준편차( )

신뢰도

(")

평균

표준편차( )

신뢰도

(")

평균

표준편차( )

국민
.854

10.63

(2.08)
.886

11.87

(2.20)
.905

9.26

(2.72)
국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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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라고 하였다 중화가치 지향성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중화가치 지향성의 평균값은 점< 7>, 52 (" 으로 높은 신뢰도 수=.870)

준을 보여주며 대만인 대학생의 중화가치 지향성이 평균 수준보다 좀 , 

더 높게 나타났다.

표 중화가치 지향성< 7> (n=297)

개념 요소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

중화

가치 

지향성

(Chinese 

Values 

Survey)

호혜성

.870 52.03(9.80)

위계질서를 지키는 것

안정성이 있는 성격

근검절약

끈기

수치심

체면을 살리는 것

전통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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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4

제 절 주요 변수들이 타문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   1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타문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   1. 

대만 대학생들의 타문화 경험과 해당 국가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가구 소득 그리, 

고 해당 국가의 언어 실력과 타문화 경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IBM SPSS Statistics 23 .

표 표 에 나타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만 대    < 8>~< 10> , 

학생 표본의 응답자 가운데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미국에 관한 뉴스 

기사를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일. 

본 드라마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본과 한국 여행은 가구 소. 

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본어와 한국어 실력이 뛰어날수록 일. 

본과 한국 문화 경험의 빈도가 대체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 

어 실력이 좋을수록 미국 지인과의 접촉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화가치 지향성을 보면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을수록 한국 , 

드라마를 많이 소비하고 일본에 관한 뉴스 기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으면 미국 친구와 많이 . 

접촉하고 미국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타문화 경험의 상관관계 미국   < 8>  ( , n=297)

미국 남성 가구 소득
영어

실력

중화가치

지향성

문화상품 소비1. .01 -.07 .02 .07

뉴스 이용2. .13* .1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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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타문화 경험의 상관관계 일본   < 9>  ( , n=297)

   *p<.05; **p<.01

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타문화 경험의 상관관계 한국   < 10> ( , n=297)

  *p<.05; **p<.01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2.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간접적 경험 직접적 경험 국가에 대   , , 

한 신념 또는 태도 중화가치 지향의 상관계수와 유의성을 국가 경험 별, 

로 보여준다 주요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

표 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즉 세 국가에 11>~< 13> . 

대한 신념 태도 중화문화가치 지향성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 , 

미국 친구와의 접촉3. -.09 .02 .04 .15*

미국 여행4. -.10 -.02 .06 .15*

일본 남성 가구 소득
일본어

실력

중화가치

지향성

문화상품 소비1. -.09 -.13* .14* .11

뉴스 이용2. .03 .004 .14* .17**

일본 친구와의 접촉3. -.10 .03 .15** .02

일본 여행4. -.02 .20** .20** -.06

한국 남성 가구 소득
한국어

실력

중화가치

지향성

문화상품 소비1. -.10 .09 .37** .13*

뉴스 이용2. -.01 -.02 .29** .10

한국 친구와의 접촉3. -.07 .10 .16** .05

한국 여행4. -.03 .20** .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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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간접적 경험의 경우 특히 일본에 관한 뉴스이용과 한국 문화상품 . , 

소비가 대부분의 주요 변수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접적 경. 

험의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지인과의 접촉 친구와의 접촉 여행은 서로 , , ,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 , 

한 신념 태도 중화가치 지향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 .

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미국< 11> ( , n=297)

*p<.05; **p<.01

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일본< 12> ( , n=297)

*p<.05; **p<.01

미국 1 2 3 4 5 6 7

1.미국 문화상품 소비 -

미국 뉴스 이용2. .11 -

미국 친구와의 접촉3. .02 .08 -

미국 여행4. .003 .10 .61** -

미국에 대한 신념5. .06 .05 .10 -.01 -

미국에 대한 태도6. .05 .07 .07 -.12* .51** -

중화가치 지향성7. .07 .05 .15* .15* .40** .32** -

일본 1 2 3 4 5 6 7

1.일본 문화상품 소비 -

일본 뉴스 이용2. .10 -

일본 친구와의 접촉3. .12* .10 -

일본 여행4. .10 .25** .08 -

일본에 대한 신념5. .15* .19** .13* .07 -

일본에 대한 태도6. .23** .25** .20** .11 .67** -

중화가치 지향성7. .11 .17** -.02 -.06 .38**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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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한국< 13> ( , n=297)

*p<.05; **p<.01

  

제 절 직 간접적 경험의 효과   2 · 9)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1. ·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듯이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미    ·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 간접적 경험을 독·

립변수로 삼고 국가에 대한 신념을 종속변수로 삼아 국가에 대한 신념을 

종속변수로 삼은 다중 위계적 회귀분석을 국가별로 수행하였다 먼저 ( ) . 

인구사화학적 변수가 국가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구 소, 

득이 높을수록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신념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 ,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어를 잘 할수록 한국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 효과. 

를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국가별      

9) 본 논문에 제시된 다중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모두 다중공성선 검토와 잔차 분석( ) 

을 거쳤으며 모든 분석에서 독립변수의 공차한계가 이상이고 가 이하임을 0.1 VIF 10
확인하였다.

한국 1 2 3 4 5 6 7

1.한국 문화상품 소비 -

한국 뉴스 이용2. .23** -

한국 친구와의 접촉3. .27** .04 -

한국 여행4. .12** .03 .12* -

한국에 대한 신념5. .24** .12* .09 .03 -

한국에 대한 태도6. .32** .20** .10 .12* .59** -

중화가치 지향성7. .13* .10 .05 -.02 .34** .25** -



- 61 -

또는 경험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미국 문화상품 소비와 뉴스이용? 

은 국가에 대한 신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아시아국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경험을 보면 일본 문화상품을 소비, , 

하고 일본에 관한 뉴스를 이용하면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문화상품을 많이 이용하면 한국에 대해 좋게 . , 

인식됨이 확인되었지만 한국에 관한 뉴스 이용에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나아가서 일본의 경우 일본 뉴스 이용의 영향력. , (# 이 일=.18)

본 문화상품 소비의 영향력(# 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15)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 문화상품 이용만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 ,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4>.

직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국가별     

또는 경험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일본 한국에 대한 직접적 경? , 

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친구와 접촉할수록 미국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 

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상적 통계적 유의도에 이르지 못하고 . 

있었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면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4>.

    

표 직 간접적 경험을 통한 국가에 대한 신념의 형성< 14> · (n=297)

종속변수

독립변수

미국 일본 한국

국가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신념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성 -.07 -.06 -.10+

가구 소득 .19** .17** .12*

언어실력 .03 .02 .22***

∆$% .04 .03 .08

∆F 4.54** 3.06*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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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회귀계수( , +p<.1, *p<.05, **p<.01, ***p<.001)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 ·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 ?  

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 간접적 경험을 독립변수로 ·

삼고 국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삼은 다중 위계적 회귀분석을 국( ) 

가별로 수행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 , 

한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미국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어와 한국어를 잘 할수록 일본과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작

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에 대한 신념의 형성과 같이 미국 문화상품 소비와 뉴스 이용 등    

간접적 경험은 미국에 대해 더욱 좋은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일본 문화상품 소비와 일본에 관한 뉴스 이용인 간접적 . , 

경험이 모두 일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국 같, 

은 경우 한국 문화상품 소비만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 

간접적 경험

문화상품 .07 .15** .16**

뉴스이용 .03 .18** .05

∆$% .01 .06 .03

∆F .86 9.15*** 4.16*

직접적 경험

친구접촉 .16* .09 .01

여행 -.12+ -.03 -.04

∆$% .02 .01 .001

∆F 2.58+ 1.39 .24

$% .07 .10 .11

수정된$
% .04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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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신념의 형성과 같은 패. 

턴을 보였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간접적 경, 

험들은 신념보다 태도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직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결과에 따   ? 

르면 미국 친구와 빈번하게 접촉할수록 미국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긍정적

으로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여행을 하면 도리어 미국에 . ,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가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 직접적 . 

경험의 경우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통해 일본 친구와 많이 접촉하면 , 

일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한국 직접적 . 

경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미국의 경우 미국 여행의 영향력. , (# 이 =-.25)

미국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 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21)

는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친구와의 접촉만이 일본에 대한 태도에 긍, ,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5>.

표 직 간접적 경험을 통한 국가에 대한 태도의 형성< 15> · (n=297)

종속변수

독립변수

미국 일본 한국

국가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성 -.03 -.02 -.12*

가구 소득 .17** .09 .03

언어실력 -.07 .13* .31***

∆$% .03 .02 .13

∆F 2.95* 2.34+ 14.21***

간접적 경험

문화상품소비 .05 .21*** .21***

뉴스이용 .07 .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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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회귀계수( , +p<.1, *p<.05, **p<.01, ***p<.001)

직접적 경험의 유무에 따라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3. 

대한 신념 및 태도에 주는 영향

과연 직접적 경험의 유무에 따라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가 직접적 경험에 따라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 

대한 신념에 주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과의 접

촉 친구와의 접촉 여행 등 모든 직접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 , 

과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을 나누어 간접적 경험을 독립

변수로 삼고 국가에 대한 신념을 종속변수로 삼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먼저 직접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전제하 가구 소득이 높을수    , 

록 일본과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 

경험의 효과를 보면 미국 일본 한국 문화상품 소비는 모두 해당 국가, ,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인 통계적 . 

유의도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미국 일본 한국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이용, , , 

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표< 16>.

반면 직접적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다면 간접적 경    , , 

∆$% .01 .10 .05

∆F 1.29 15.85*** 8.50***

직접적 경험

친구접촉 .21** .14* -.01

여행 -.25** -.01 .06

∆$% .04 .02 .003

∆F 6.24** 3.22* .57

$% .08 .14 .18

수정된$% .0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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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여전히 국가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과 한국? 

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해보면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같은 경우 직접적 경. , 

험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일본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이용하면 일본에 ,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 . 

은 미국 일본 한국의 모형에서 모두 지지되었고 는 모두 H1-1 , , , H1-2

지지되지 않았다 표< 16>.

표 직접적 경험의 유무에 따른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주는 < 16> 

영향(n=297)

종속변수

독립변수

미국 일본 한국

국가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신념

직접경험

=0

(n=74)

직접경험

≠0

(n=223)

직접경험

=0

(n=88)

직접경험

≠0

(n=209)

직접경험

=0

(n=183)

직접경험

≠0

(n=114)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성 -.12 -.06 .10 -.11 -.03 -.16+

가구 소득 .27 .12+ .24* .08 .19* -.03

언어실력 .14 .01 -.05 -.002 .13+ .25**

∆$% .13 .02 .07 .02 .05 .11

∆F 3.61* 1.25 2.17+ 1.06 3.19* 4.67**

간접적 경험

문화상품 .24* -.04 .25* .11 .25** .11

뉴스이용 .20+ .01 .18+ .18* .12+ -.04

∆$% .10 .001 .10 .04 .07 .01

∆F 4.28* .15 4.93** 4.68* 7.08** .68

$% .23 .02 .17 .06 .12 .12

수정된$% .17 -.004 .12 .04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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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회귀계수( , +p<.1, *p<.05, **p<.01, ***p<.001)

직접적 경험에 따라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력   

을 감소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과의 접촉 친구와의 접촉 여행 , , 

등 모든 직접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 집단과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을 나누어 간접적 경험을 독립변수로 삼고 국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삼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에 나타나듯이 먼저 직접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전제    < 17>

하 간접적 경험의 효과를 보면 미국에 관한 뉴스를 이용하면 간접적 경, 

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에 대한 뉴스를 이용하면 일본에 대한 태도를 가. 

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보면. , , 

한국에 관한 뉴스 이용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한국 문화상품을 소비하면 한국에 대, 

한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직접적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다면 간접적 경    , , 

험이 여전히 국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과 한국? 

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었다면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 

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같은 경우 흥미롭게도 직접적 경험을 하고 난 뒤에도 일본 문화, , 

상품 소비와 일본에 관한 뉴스 이용을 하면 일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 은 한. H1-3

국의 모형에서만 지지되었고 는 미국의 모형에서만 지지되었다 표, H1-4 <

17>.

표 직접적 경험의 유무에 따른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주는 < 17> 

영향(n=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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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회귀계수( , +p<.1, *p<.05, **p<.01, ***p<.001)

   

종속변수

독립변수

미국 일본 한국

국가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

직접경험

=0

(n=74)

직접경험

≠0

(n=223)

직접경험

=0

(n=88)

직접경험

≠0

(n=209)

직접경험

=0

(n=183)

직접경험

≠0

(n=114)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성 -.03 -.05 .18 -.07 -.09 -.18

가구 소득 .07 .13 .10 -.002 -.03 .09

언어실력 -.03 -.09 .09 .08 .23** .35**

∆$% .01 .02 .04 .01 .06 .19

∆F .15 1.52 1.15 .95 4.11** 8.36***

간접적 경험

문화상품 -.01 .12+ .19+ .20** .31*** .12

뉴스이용 .27* .01 .30** .20** .11 .11

∆$% .06 .01 .13 .08 .09 .03

∆F 2.32 1.48 6.31** 9.26*** 9.83*** 1.88

$% .07 .03 .17 .10 .16 .21

수정된$% .002 .01 .12 .07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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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    4. 

직 간접적 경험과 신념에 대한 조절 효과    (1) ·

그림 직 간접적 경험과 신념에 대한 조절 효과< 2> ·

과연 중화가치 지향성은 타문화 경험과 국가에 대한 신념의 영향 관    

계에서 조절작용을 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한인수 가 ? , (2002)

제시하였듯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조절 회

귀분석 이라고 하였으며 본 연구(moderate multiple regression: MMR)

는 또한 조절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Kraemer & Blasey(2004)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평균 중심화 가 필수과(Mean C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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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먼저 원 점수 빼기 평균인 평균 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해 타문화 . 

경험과 조절 변수인 중화가치 지향성의 평균 중심화 값을 각각 생성시켜 

상호작용 항 타문화 경험 중화가치 지향성 을 만들었다 표 표( X ) . < 18>~<

에 제시되었듯이 국가별 또는 경험별로 상화 작용 항을 만들어서 검20>

정하였다.)

이어 타문화 경험과 종속변수인 태도의 영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검토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타문화 경험이 종속변수인 국가에 대한 신념에 1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단계에서 조절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 2

국가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단계에서는 . 3

타문화 경험 조절 변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검정하였다 여기서 , , . 3

단계인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이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허에서 유, 

의미한 결과값으로 나타나야 한다.

먼저 미국 문화 경험의 경우 표 에 나타난 결과를 따르면 단    , < 18> 1

계에서 미국 친구와의 접촉만이 미국에 대한 신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조. 2

절 변수인 중화가치 지향성이 미국에 대한 신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 , 

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미국 문화상품 소비3 (# 미국 친구와의 =-.02), 

접촉(# 미국 여행=-.23), (# 과 중화가지 지향성의 상호작용 항이 통=.17)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미국에 대한 신념에 미치고 있으므로 중화가치 지

향성이 미국 문화상품 소비 미국 친구와의 접촉 미국 여행이 미국에 , ,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 

연구 가설 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H2-1 .

표 조절 회귀분석에 의한 중화가치지향성의 조절 효과 검증 미국< 18> 1( , 

N=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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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국가에 대한 신념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p<.1, *p<.05, **p<.01, 

***p<.001)

일본 문화 경험의 경우 표 에 나타난 결과를 따르면 단계에서    , < 19> 1

일본 문화상품 소비와 일본 뉴스 이용이 일본에 대한 신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단계에서 중화가치 지향성만이 일본에 , 2

대한 신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 . 

나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일본 문화 경3

험과 중화가치 지향성의 모든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일

본에 대한 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중화가치 지향성이 

미국

모델
투입된 예측변수

표준화된

계수#
t

수정된

$%
∆$% ∆F

1

미국 문화상품 소비 .06 1.12

.04 .02 1.73
미국 뉴스 이용 .03 .42

미국 친구와의 접촉 .16* 2.23

미국 여행 -.12+ -1.68

2

미국 문화상품 소비 .03 .56

.18 .14 50.23***

미국 뉴스 이용 .003 .06

미국 친구와의 접촉 .14* 2.09

미국 여행 -.18* -2.59

중화가치 지향성 .39*** 7.09

3

미국 문화상품 소비 .04 .65

.20 .02 2.24+

미국 뉴스 이용 .01 .25

미국 친구와의 접촉 .29 2.83

미국 여행 -.28** -3.16

중화가치 지향성 .39** 6.97

미국 문화상품 소비

중화가치지향성X 
-.02*** -.40

미국 뉴스 이용 

중화가치지향성X 
-.06 -.95

미국 친구와의 접촉

중화가치지향성X 
-.23* -2.27

여행

중화가치지향성X 
.1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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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 경험과 일본에 대한 신념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 가 기각되었다. H2-2 .

표 조절회귀분석에 의한 중화기치지향성의 조절 효과 검증 일본< 19> 1( , N=297)

종속변수 국가에 대한 신념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p<.1, *p<.05, **p<.01, 

***p<.001)

    

한국 문화 경험의 경우 표 에 나타난 결과를 따르면 단계와     , < 20> 1 2

단계에서 한국 문화상품 소비만이 한국에 대한 신념에 한국에 대한 신념

일본

모델
투입된 예측변수

표준화된

계수#
t

수정된

$%
∆$% ∆F

1

일본 문화상품 소비 .15* 2.52

.07 .07 5.28***
일본 뉴스 이용 .18** 3.02

일본 친구와의 접촉 .09 1.61

일본 여행 -.03 -.46

2

일본 문화상품 소비 .11+ 1.91

.18 .10 36.31***

일본 뉴스 이용 .11+ 1.92

일본 친구와의 접촉 .10+ 1.86

일본 여행 .03 .40

중화가치 지향성 .34*** 6.03

3

일본 문화상품 소비 .13* 2.04

.18 .01 1.30

일본 뉴스 이용 .20** 2.79

일본 친구와의 접촉 .10+ 1.85

일본 여행 .02 .25

중화가치 지향성 .32*** 5.64

일본 문화상품 소비

중화가치 지향성X 
-.03 -.46

일본 뉴스 이용 

중화가치 지향성X 
-.13+ -1.77

일본 친구와의 접촉

중화가치 지향성X 
-.04 -.72

일본 여행

중화가치 지향성X 
.0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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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화가. 

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한국 친구와의 접촉과 3

중화가치 지향성의 상호작용 항(# 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한=.16)

국에 대한 신념에 미치고 있으므로 중화가치 지향성이 한국 친구와의 접

촉과 한국에 대한 신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 

연구 가설 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H2-3 .

표 조절 회귀분석에 의한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 검증< 20> 1

한국( , N=297)

종속변수 국가에 대한 신념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p<.1, *p<.05, **p<.01, 

한국

모델
투입된 예측변수

표준화된

계수#
t

수정된

$%
∆$% ∆F

1

한국 문화상품 소비 .16* 2.54

.09 .03 2.19+
한국 뉴스 이용 .05 .81

한국 친구와의 접촉 -.04 -.67

한국 여행 .01 .22

2

한국 문화상품 소비 .14* 2.38

.16 .07 25.51***

한국 뉴스 이용 .03 .58

한국 친구와의 접촉 -.02 -.30

한국 여행 .01 .24

중화가치 지향성 .28*** 5.05

3

한국 문화상품 소비 .19** 2.76

.17 .03 2.47*

한국 뉴스 이용 .06 .85

한국 친구와의 접촉 .02 .35

한국 여행 -.10 -1.24

중화가치 지향성 .28*** 4.99

한국 문화상품 소비

중화가치지향성X 
.01 .20

한국 뉴스 이용 

중화가치지향성X 
-.02 -.24

한국 친구와의 접촉

중화가치지향성X 
.16* 2.00

한국 여행

중화가치지향성X 
.1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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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직 간접적 경험과 태도에 대한 조절 효과       (2) ·

그림 직 간접적 경험과 태도에 대한 조절 효과< 3> ·

타문화 경험과 종속변수인 국가에 대한 태도의 영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검토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

태에서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타문화 경험이 종속변수인 국가에 대한 1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단계에서 조절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 2

입하여 국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3

에서는 타문화 경험 조절 변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검정하였다 여, , . 

기서 단계인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이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허3 , 

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으로 나타나야 한다.

먼저 미국 문화 경험의 경우 표 에 나타난 결과를 따르면 단    , <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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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단계에서 미국 친구와의 접촉은 미국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2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 

절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미국 문화상품 소비와 중화가치 지향3

성의 상호작용 항(# 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미국에 대한 태=-.13)

도에 미치고 있으므로 중화가치 지향성이 미국 문화상품 소비와 미국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 . 

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H2-4 .

  

표 조절 회귀분석에 의한 중화기치지향성의 조절 효과 검증< 21> 2

미국( , N=297)

미국

모델
투입된 예측변수

표준화된

계수#
t

수정된

$%
∆$% ∆F

1

미국 문화상품 소비 .05 .83

.06 .05 3.79**
미국 뉴스 이용 .08 1.28

미국 친구와의 접촉 .21** 2.96

미국 여행 -.25** -3.33

2

미국 문화상품 소비 .02 .36

.15 .09 31.78***

미국 뉴스 이용 .06 1.03

미국 친구와의 접촉 .20** 2.85

미국 여행 -.29*** -4.10

중화가치 지향성 .32*** 5.64

3

미국 문화상품 소비 .06 .98

.16 .02 1.89

미국 뉴스 이용 .08 1.32

미국 친구와의 접촉 .18+ 1.72

미국 여행 -.27** -2.97

중화가치 지향성 .34*** 5.98

미국 문화상품 소비

중화가치 지향성X 
-.13* -2.10

미국 뉴스 이용 

중화가치 지향성X 
-.08 -1.29

미국 친구와의 접촉

중화가치 지향성X 
.02 .20

여행

중화가치 지향성X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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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국가에 대한 태도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p<.1, *p<.05, **p<.01, 

***p<.001)

일본 문화 경험의 경우 표 에 나타난 결과를 따르면 단계와     , < 22> 1 2

단계에서 일본 문화상품 소비 일본 뉴스 이용 일본 친구와의 접촉은 , , 

일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그러나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일본 . , 3

문화 경험과 중화가치 지향성의 모든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일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중화가치 지

향성이 일본 문화 경험과 일본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 가 기각되었다. H2-5 .

표 조절 회귀분석에 의한 중화기치지향성의 조절 효과 검증< 22> 2

일본( , N=297)

일본

모델
투입된 예측변수

표준화된

계수#
t

수정된

$%
∆$% ∆F

1

일본 문화상품 소비 .20** 3.49

.12 .12 9.66***
일본 뉴스 이용 .21*** 3.66

일본 친구와의 접촉 .14* 2.54

일본 여행 -.01 -.11

2

일본 문화상품 소비 .16** 2.93

.21 .09 35.33***

일본 뉴스 이용 .14* 2.59

일본 친구와의 접촉 .15** 2.84

일본 여행 .05 .85

중화가치 지향성 .33***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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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국가에 대한 태도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p<.1, *p<.05, **p<.01, 

***p<.001)

한국 문화 경험의 경우 표 에 나타난 결과를 따르면 단계와     , < 23> 1 2

단계에서 한국 문화상품 소비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 

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한국 문화 경험과 중화가치 지향성의 모든 3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지 못하

므로 중화가치 지향성이 한국 문화 경험과 한국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 가설 이 기각되었다. H2-6 .

표 조절 회귀분석에 의한 중화기치지향성의 조절 효과 검증< 23> 2

한국( , N=297)

3

일본 문화상품 소비 .18** 2.79

.21 .01 .9

일본 뉴스 이용 .19** 2.66

일본 친구와의 접촉 .15** 2.89

일본 여행 .07 1.16

중화가치 지향성 .32*** 5.84

일본 문화상품 소비

중화가치 지향성X 
-.02 -.32

일본 뉴스 이용 

중화가치 지향성X 
-.09 -1.28

일본 친구와의 접촉

중화가치 지향성X 
-.004 -.07

일본 여행

중화가치 지향성X 
.10+ 1.69

한국

모델
투입된 예측변수

표준화된

계수#
t

수정된

$%
∆$% ∆F

1

한국 문화상품 소비 .20** 3.42

.16 .05 4.52**
한국 뉴스 이용 .09 1.59

한국 친구와의 접촉 -.01 -.22

한국 여행 .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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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국가에 대한 태도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p<.1, *p<.05, **p<.01, ***p<.001)

2

한국 문화상품 소비 .20** 3.31

.19 .03 10.67**

한국 뉴스 이용 .08 1.45

한국 친구와의 접촉 -.01 -.22

한국 여행 .07 1.33

중화가치 지향성 .18** 3.27

3

한국 문화상품 소비 .22** 3.14

.19 .01 1.04

한국 뉴스 이용 .07 1.09

한국 친구와의 접촉 -.05 -.64

한국 여행 .10+ 1.69

중화가치 지향성 .18** 3.21

한국 문화상품 소비

중화가치 지향성X 
.03 .44

한국 뉴스 이용 

중화가치 지향성X 
.04 .67

한국 친구와의 접촉

중화가치 지향성X 
.06 .72

한국 여행

중화가치 지향성X 
.0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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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논의5

제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1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타문화 경험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타문화에 대한 노출을 통한 국가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뿐만 아니라 대, 

만인의 중화가치 지향성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유도하는 데에 있

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이론적 가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 

일본 한국 세 국가별로 문화상품 뉴스 이용실태 해당 국가 친구와의 , , , 

접촉 여행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어, 

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만 현지 대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어떤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혼용되어 왔던 태도와 이미지의 개념을 다시 규명할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를 주로 국가 이미지 라는 개념으로 포괄시켰으나 본 연구는 이미지‘ ’ , ‘ ’
라는 개념보다 신념 과 태도 로 나누어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 ’ ‘ ’
고 있으며 인지 인식 지식 이미지 등을 포함한 신념 또는 감정과 정‘ , , , ’ ‘
서 를 포함한 태도로 구분함으로써 타문화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
국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서 대만인의 신념과 태도를 이끌어 내는 중화가치 지향성은 이와 같은 , 

심리 변화에 있어 조절 역할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

한 신념과 태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

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타문화 경험이 국가에     , 

대한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문화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

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중화가치 지향성의 조절 효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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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첫째 직 간접적 타문화 경험이 미국 일본 한국 세 국가에 대한 신념이, · , , 

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대만 대학생의 미국 일본 한, , , 

국 관련 타문화 경험은 그 효과에 있어서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직접적 . 

경험인 미국 친구와의 접촉은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 여행은 미국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일본 문화상품 소비 일본에 관한 뉴. , 

스 기사 이용 한국 문화상품 소비는 일본 또는 한국에 대한 신념과 태, 

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 일본 친구와 접촉하는 것이 . , 

일본에 대한 태도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 

지 경험들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

하였다. 

기존 일류 혹은 한류 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 ) ( )日流 韓流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국 문화상품의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 , 

확인되지 못하였다 문화상품을 통하여 형성된 어느 특정한 국가에 대한 . 

태도는 경험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지나치게 기계적, 

으로 문화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한다면 오히려 문화상품에 담긴 해당 국, 

가의 속성 본질 개성 등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일본과 , , (Nissim, 2008). 

한국 문화상품에 비하여 미국 문화상품은 훨씬 이전부터 세계화 상품이 

됨과 동시에 미국만의 개성을 잃어 대만인에게 미국에 대한 뚜렷한 인식

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표본도 역시 대만 대학, 

생들이 압도적으로 미국 문화상품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만인들에게 있어 현재의 미국 문화상품은 미국 문화의 . , 

침투 혹은 외래의 상품보다 일상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는 (Ko, 2004)

점에서 외국문화에 대한 장기간 정례적 소비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가 구성되는 데 저해될 수도 있다고 파악할 수 있고 미국 문화상품과 , 

뉴스를 통하여 형성되지 못한 미국에 대한 태도는 미국인 친구와의 접촉

과 여행을 통해서야만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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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떠올리면 흔히 자유 혹은 선진국‘ (freedom)’ ‘ (developed 

등 단어가 떠오르는데 미국 여행을 하면 미국에 대한 태도에 country)’ ,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대만인에게 있어 국내에서만 특정 국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그 국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격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친구와의 접촉과 미국 여행이 미. , 

국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 친구와의 접촉의 표준, 

화된 회귀계수(# 보다 미국 여행=.21) (# 의 계수가 크다는 결과를 =-.25)

나타내므로 친구의 영향력보다 여행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많이 외국 친구를 접촉하는 것보다 직접 그 국가에 가서 

실제로 그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인상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는 단순히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 

대한 신념 또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직접적 경험을 해 보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 혹은 태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대만의 사례에서 직접적 경험을 . ,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대만인 학생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대만 학생들은 

미국 일본 한국 문화상품 소비를 하면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신념에 , , , ,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직접적 경험을 해 보. 

지 않은 사람들이 온전히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

를 얻어야만 하고 문화상품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 대한 좋은 인상을 , 

심어주고자 제작된 제품이므로 직접적 경험을 해 보기도 전 해당 국가, 

에 대해 좋게만 인식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같은 맥락하 직접적 경험. , 

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대만인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대만 학생들은 

미국에 관한 뉴스 이용과 한국 문화상품 이용을 하였을 때 미국과 한국, 

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본 문화상품 . 

소비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일본인과 접촉하거나 일본 . 

여행을 가 본 경험이 없는 대만인보다 그렇지 않은 대만인 대학생들은 

일본 드라마를 소비하면 도리어 일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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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    , 

화가치 지향성을 조절 변수로 간주하여 타문화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

과 태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조절 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각기 다. 

른 국가의 문화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으로부터 구성되며 가치는 

신념과 태도의 근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대만인의 중화가치 지향

성이 높을수록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주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반면 대만과 어느 정도 유

교적 가치 또는 중화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신념과 태도에 주는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추측하였다 연구결과 타문화 . ,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화가치 지· , 

향성은 직접적 경험인 미국 친구 또는 한국 친구와의 접촉이 국가에 대

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 추측하였던 대로 대만 대학생의 중화가치 지향성이 강할수

록 미국 친구와의 접촉과 미국에 대한 신념의 영향 관계를 감소시키는 

반면 한국 친구와의 접촉과 한국에 대한 신념의 영향 관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이 중화 가치를 중요시 여길수록 . , 

미국 친구와의 접촉이 미국에 대한 신념에 주는 영향력이 약화되나 한, 

국 친구와의 접촉이 한국에 대한 신념에 주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반면에 흥미롭게도 중화가치 지향성은 간접적 경험인 미국 문화상품 소, 

비와 미국에 대한 신념의 영향 관계 또는 직접적 경험인 미국 여행과 미

국에 대한 신념의 영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났지만 미국 문화상, 

품 소비가 미국에 대한 신념에 주는 양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미국 여행이 미국에 대한 신념에 주는 양의 영향력, 

을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국. , ·

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화가치 지향성이 강할수록 미, 

국 문화상품 이용과 미국에 대한 태도의 영향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결과

를 제외하고 다른 타문화 경험과 국가에 대한 태도의 영향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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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만인에게 있어 미국 일본 한국 문화의     , , ,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분석을 통해

서 대체로 경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미국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 ,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통계적 유의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신념, 

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타문화 경험의 통계적 변화량을 보았. 

을 때 타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해당 국가 또는 문화에 대한 신념에 비하, 

여 태도를 더욱 많이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측정의 차원에서는 , 

국가에 대한 신념의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였으나 과연 국가에 대한 신, 

념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며 이를 더욱 다양하게 ,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 대학생의 타문화 경험. 

은 대체로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적게 , , . 

소비되는 한국 문화상품도 한국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는 

결과를 보면 앞서 검토하였던 한류관련 담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한, . 

국 문화상품 소비를 제외한 다른 한국 관련 경험이 한국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소비된 일정한 양에 도달하여야만 그의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는 유보 조건을 달아야 하며 이에 한국 관련 직접적 , 

경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아 타문화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논의 해보아야 할 점은 바로 과연 미국 소프트 파워    

효과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 소프트 파워는 사람의 선호대(soft power) . 

상을 만들어 내고 취향을 좌우하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 

많은 연구 유세경 고민경 정소희 에서 (Fernandes, 2000; · , 2006; , 2008)

역시 미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긍, , 

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는 미국 문. , 

화상품 소비 또는 미국 뉴스 이용이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소프트 파워 관련 담론을 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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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차후에 진행될 소프트 파워에 대한 연구에서는 과연 미국문화에 . 

대한 간접적 경험이 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 정 비례하는 관계를 ( )正

맺고 있는가 또는 정 비례하는 관계에 있어 어떠한 전제와 조건을 거( )正

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 중화가치 지향성은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    , 

에 있어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 중화가치 지향성을 강하게 인식할 때. ,  

미국 친구와 접촉할 때 부정적 미국에 대한 신념으로 이어지고 한국 친, 

구와 접촉하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발하였다 반면 간접적 경. , 

험의 경우 미국 문화 경험 모형에서 미국 문화상품 소비가 미국에 대한 ,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중화가치 지향성은 있어 음 의 (-)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즉 대만 대학생들이 중화가치 지향성을 수용하는 . 

바탕위에서 미국 문화상품을 소비할수록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태

도로 이어진다고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측하였던 것과는 달. 

리 과연 중화가치 지향성이 높은 대만 대학생들에게 있어 미국 여행이 

국가에 대한 긍정적 신념으로 이어진 것은 어떻게 유추할까 중화가치 ? 

지향성 중 유교적 역동성이라는 가치 차원은 서양 국가에서 다루기 힘들

고 복잡하고 독특한 가치이며 세기 중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 20

리는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 , , 

하였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진 대만인은 외국(Bond, 1988). , 

에 대한 세계적 지위와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이와 연관 지어 특정 외집단에 대한 신념이 사회적 지위 와 경쟁. ‘ ’ ‘ ’
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맥락 에(Fiske, et al, 2002)

서 대만 대학생들이 중화가치 지향성을 높게 인식할 때 낮게 인식할 , , 

때보다 미국 여행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세계적 지위와 경쟁력을 더욱 

눈여겨보고 미국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 경제적 발전 생활수준 등에 대, , , 

해 높게 평가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의미 있었던 추적은 외국문화를 경험    

함에 있어서 기존의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요인보다 문화적 가치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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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문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으, 

로 문화적 근접성 을 비롯한 자국문화와의 유사성 과 개인에게의 친숙‘ ’ ‘ ’ ‘
성 으로 인해 외국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문화 또는 그 경험 자체. , 

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문화적 근접성 은 결국 문화적 가치로부터 형성’ ‘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일본문화 직 간접적 . , ·

경험이 일본에 대한 신념에 주는 영향에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현재로서의 일본 문화에는 여태껏 중화가치 또는 유교적 가치, 

를 띠고 있는가를 다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

본 연구는 대만인의 미국 일본 한국 문화 경험이 해당 국가에 대    , , 

한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많은 측. ,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타문화 경험의 . 

영향력만 고려해 보았을 때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

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별로 그저 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에 불4~16%

과하였다 타문화 경험 또는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영향관계에서는 . 

이 정도의 설명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 

는 일본 또는 한국 관련 직접적 경험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문화상품 이용과 뉴스 이용 외에 다른 간접적 경. 

험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 국민과의 접, 

촉을 비롯한 직접적 경험을 보다 흥미롭고 다양하게 측정하는 작업을 준

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에 대. 

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과를 얻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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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화가치 지향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역시 

본 연구에서 명확히 풀지 못한 문제이다 차후에 진행될 연구에서 국가. 

에 대한 태도와 중화가치 지향성을 역시 다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타문화 직 간접적 경험이 국가에 대한 신·

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중화가치 지향성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측면

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년 월 현재 대만 대학생을 대    , 2016 8

상으로 과거 년 동안 문화상품 소비시간 뉴스 이용 횟수 외국인과의 1 , , 

연락 횟수 여행 총 횟수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측정하였고 응답자들이 , , 

지난 기억에 의존하여 개방형 질문에 응해야만 하였으므로 얼마만큼 이, 

용하였는지 현실을 반영하여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

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단적 조사보다 향후 연구에서 . 

인과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패널 조사를 실시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타문화 경험을 할 때 일어난 심리 변화를     , 

신념과 태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신념을 지식 이미지 추구한 정보, , , 

로 간주하여 국가 이미지 척도로 측정한 것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 ’ , 

보았을 때 경험을 비롯한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신념보다 태도가 먼, , 

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신념에 의해 , 

태도가 형성되는가 또는 국가에 대한 태도에 의해 신념이 형성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역시 본 연구에서 명확히 풀지 못한 문제였다 타문화 경험. 

을 통한 신념과 태도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추후 연구에서 모형화해 파

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 

신념과 태도라는 개념으로 직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에 대, ·

한 신념과 태도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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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타문화 경험 국가에 대한 신념과 태도 중화가치 , , 

지향성에 관한 설문지

이 설문지는 대만 대학생들의 과거 년 동안 미국 일본 한국에 관    1 , , 

한 매체 이용경험 국가 국민과의 접촉빈도 여행 횟수 등에 대한 조사, , 

이다 본 설문지는 시험이 아니며 정답이 없으므로 문항을 자세히 읽고 . , 

이해하신 후 개인의 생각과 경험의 의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빠짐없이 솔직하게 본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내용은     

저희에게 귀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계법 제 조 통계법 . 33 , 

제 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누설이나 조사 24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년 월2016 8

기본사항

성별   남자        여자1. ① ②

월평균 가구 소득 2. 

대만달러 이하 대만달러                 15,000 15,001~25,000 ① ②

대만달러 대만달러               25,001-35,000 35,001~45,000 ③ ④

대만달러 대만달러              45,001~55,000 55,001~65,000 ⑤ ⑥

대만달러 대만달러 이상65,001~75,000 75,001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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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  3. ①불가능하다 초급 중급  고급 거의 원어민 수준 ② ③ ④ ⑤

일본어 실력  4. 

①불가능하다 초급 중급  고급 거의 원어민 수준② ③ ④ ⑤

한국어 실력  5. 

①불가능하다. 초급 중급  고급 거의 원어민 수준 ② ③ ④ ⑤

타문화 경험 미국( )

미국 드라마 영화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시청시간 단위 분1-1. / 1 ( : )

미국 버라이어티쇼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시청시간 단위 분1-2. 1 ( : )

영어로 된 음악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이용시간 단위 분1-3. 1 ( : )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게재된 미국에 관한 뉴스나 신문기사 과거 년 2. 1

동안 평균 주당 이용 횟수 언어는 제한되지 않음 단위 회( )( : )

인터넷으로 뉴스를 제외한 미국 관광 문화 역사 유행 연예인 등에 3. , , , , 

관한 정보 과거 년 동안  평균 월당 횟수 단위 회1 ( : )

과거 년 동안 친한 미국인 친구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 를 만4-1. 1 ( )

나는 총 횟수

과거 년 동안 친한 미국인 친구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 와 문4-2. 1 ( )

자 전화 메시지 메신저로 연락하는 총 횟수/ / /

비고 하루 번 이상 연락하는 경우 회로 계산) 1 , 1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 총 방문 횟수5. ( )

타문화 경험 일본( )

일본 드라마 영화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시청시간 단위 분1-1. / 1 ( : )

일본 버라이어티쇼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시청시간 단위 분1-2. 1 ( : )

일본음악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이용시간 단위 분1-3. 1 ( : )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게재된 일본에 관한 뉴스나 신문기사 과거 년 2. 1

동안 평균 주당 이용 횟수 언어는 제한되지 않음 단위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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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뉴스를 제외한 미국 관광 문화 역사 유행 연예인 등에 3. , , , , 

관한 정보 과거 년 동안 평균 월당 횟수 단위 회1 ( : )

과거 년 동안 친한 일본인 친구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 를 만4-1. 1 ( )

나는 총 횟수

과거 년 동안 친한 일본인 친구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 와 문4-2. 1 ( )

자 전화 메시지 메신저로 연락하는 총 횟수/ / /

비고 하루 번 이상 연락하는 경우 회로 계산) 1 , 1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본 총 방문 횟수5. ( )

타문화 경험 한국( )

한국 드라마 영화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시청시간 단위 분1-1. / 1 ( : )

한국 버라이어티쇼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시청시간 단위 분1-2. 1 ( : )

한국음악 과거 년 동안 평균 주당 이용시간 단위 분1-3. 1 ( : )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게재된 한국에 관한 뉴스나 신문기사 과거 년 2. 1

동안 평균 주당 이용 횟수 언어는 제한되지 않음 단위 회( )( : )

인터넷으로 뉴스를 제외한 한국 관광 문화 역사 유행 연예인 등에 3. , , , , 

관한 정보 과거 년 동안 평균 월당 횟수 단위 회1 ( : )

과거 년 동안 친한 한국인 친구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 를 만4-1. 1 ( )

나는 총 횟수

과거 년 동안 친한 한국인 친구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 와 문4-2. 1 ( )

자 전화 메시지 메신저로 연락하는 총 횟수/ / /

비고 하루 번 이상 연락하는 경우 회로 계산) 1 , 1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총 방문 횟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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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신념 미국( )

미국상품은 품질이 우수하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 국민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4.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라이다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문화적으로 개방된 나라이다6.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다7.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다8.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인들은 교육수준이 높다9.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다10.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은 민주적인 국가이다1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미국의 생활수준은 높다1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국가에 대한 신념 일본( )

일본상품은 품질이 우수하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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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 국민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4.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라이다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문화적으로 개방된 나라이다6.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다7.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다8.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인들은 교육수준이 높다9.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다10.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은 민주적인 국가이다1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일본의 생활수준은 높다1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국가에 대한 신념 한국( )

한국상품은 품질이 우수하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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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4.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라이다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문화적으로 개방된 나라이다6.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다7.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다8.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인들은 교육수준이 높다9.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다10.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은 민주적인 국가이다1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생활수준은 높다1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국가에 대한  태도 미국( )

나는 미국인을 좋아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나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좋아한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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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 문화를 좋아한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국가에 대한 태도 일본( )

나는 일본인을 좋아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좋아한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국가에 대한 태도 한국( )

나는 한국인을 좋아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좋아한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① ② ③ ④ ⑤

중화권 가치지향성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평소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 

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주세요 ,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① ② ③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약간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내게는 약간 ④ ⑤ ⑥

중요하다 내게는 중요하다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내게는 지극히 ⑦ ⑧ ⑨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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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1. 

위계질서를 지키는 것2. 

인정성이 있는 성격3. 

수치심4. 

근검절약5. 

끈기6. 

체면을 살리는 것7. 

전통에 대한 존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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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Cross-cultural Experiences on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Chien-Hsing, Hsueh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cross-culture experiences on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While existing research uses cultural proximity as the 

main predictor, this study examines how Chinese cultural value 

orient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influences direct and indirect 

cross-cultural experiences, beliefs, attitudes toward other foreign 

countries.

   Drawing on data from 297 undergraduate respondents in an 

online survey conducted in Taiwan in August 2016, this study 

shows that consuming Japan and Korean cultural commoditie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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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ve influence on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Japan and 

Korea. Those who interacting with American friends have more 

positive beliefs and attitudes on U.S.A., whereas traveling in 

U.S.A. has negative effects on attitudes toward U.S.A. Moreover, 

interacting with Japanese friends often has positive influence on 

beliefs in Japan.

   Finally, consuming American cultural commodities has effects 

on both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U.S.A. with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Chinese cultural value orientation. It indicates 

that when Chinese cultural value orientation is high, consuming 

American cultural commodities has negative effects on both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U.S.A. On the other hand, interacting 

with American friends has effects only on beliefs in U.S.A. In 

addition, interacting with Korean friends has positive effects on 

beliefs in Korea when it gets higher level of Chinese cultural 

valu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t Chapter 5.

Keywords : cross-cultural experiences, indirect experiences, 

direct experiences, beliefs, attitudes, foreign countries, Chinese 

cultural values orientation

Student Number : 2014-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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