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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Web 2.0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가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 제작 콘텐츠

(User Generated Content, UGC)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한 콘텐츠 

생산 방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매장 UGC를 기반으로 콘텐

츠 정보품질 특성을 연구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

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배경 하에서 중국과 해외의 UGC 플

랫폼 정보의 품질 특성과 중국인 사용자들의 태도 및 행동에 있어 플랫폼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UGC 정보

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

다. 둘째,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와 정보 공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

는 영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플랫폼 채널(샤오홍슈/인스타그램)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

아보았다. 마지막으로, UGC 정보품질 지각과 UGC 이용태도, 이용태도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

합, 주변화, 동화)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립된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샤오홍슈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법을 결과 도출에 활용하였다. 

양적 조사를 위해 서울대학교 중국 유학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한국에 

건주하는 20~3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었고 총 32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300명(샤오홍슈 응답자 150명,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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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램 응답자 150명)의 응답이 SPSS 24.0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

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석 결과, UGC 정보

품질 속성인 정확성, 유희성만이 이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은 이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는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UGC 콘텐츠 관련 내용이 충분히 정확

하고 높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록 사용자의 UGC 플랫폼 이용태도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용자가 소셜 플랫폼을 통해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

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UGC 

이용태도가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

들이 UGC 이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UGC 콘텐츠 중에 소개된 패션 매장에

대한 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UGC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태도는 정보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본 연구는 채널(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먼

저, UGC 정보품질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하여 채널별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에 의하면 정보 정확

성과 유용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인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욱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샤오홍슈 사용자의 경우, 인스타그램 사용

자보다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높을 때 UGC 이용태도는 더욱 높아진다. 

또한,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별 조절효

과를 확인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샤오홍슈에 비해 UGC 이용태도 수준

이 증가할수록 공유의도를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

타그램이 샤오홍슈보다 더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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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UGC 소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정보품질, 사용자 태도 및 행동 의

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

합, 주변화, 동화)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정확성만

이 UGC 이용태도의 관계에 대한 통합 특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통합 정도의 사용자의 경우 UGC 정보 정확성 높을수록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가 높아진다. 반면, 높은 통합 정도의 사용자의 경

우 UGC 정보 정확성 높을수록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가 저하된다. 

본 연구는 UGC 정보품질에 따른 UGC 이용태도 및 UGC에서 노출되는 

패션 매장에 대한 방문의도와 정보 공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플랫폼 

채널과 다문화 수용 정도에 의한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매장 UGC 환경에서 중국인 사용자들의 태도 및 행위에 대

한 채널 속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다문화 측면에서 UGC를 보다 통

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소셜 플랫폼 사용 특성과 다문화 수용 

정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패션 관련 기업에

게 플랫폼에 따른 UGC 정보품질 차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안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 UGC 정보품

질, 다문화 수용, 샤오홍슈 

학번 :  2018-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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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2018년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8억 2백명에달하며인터넷 보급

률은 57.7%에 이른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을 사

용해왔기에 인터넷은 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CNNIC, 2018). 또한 Web 2.0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한 콘

텐츠 생산 방식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제품 구매의사 결정을 내

릴 때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Ping Wang, 2015).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UGC에 크게 의존하여 쇼핑 결정을 내리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사나 친구의 조언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UGC 내 일반인 사

용자의 게시물을 여행 정보원으로써 적극 활용한다(Ayeh, J. K., Au, N., & 

Law, R., 2013). “2018 칸타 중국 소셜 미디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이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보다 사용 비

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ANTAR CHINA, 2018).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패션(의류, 뷰티 등) 상품을 즐겨 왔고 한국 문

화는 중국 패션업계의 흐름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여

성 소비자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쇼핑이며, 소비하는 

상품 가운데서도 화장품과 의류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ing Yujing, 2016).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또

한 예외가 아니며, 이들은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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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후기, 평가 등과 같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선호하게 되었다. 

1898년 전통적인 미디어 모델 환경에서 미국의 광고학자 Lewis E. S는 

주의(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기억(memory), 행동

(action)을 포함한 소비 심리 모델 AIDMA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 습관 또한 바뀌었다(Liu Dehuan & 

Chen Siluo, 2013).  

2005년 일본의 유명한 광고 회사 ‘4A’는 주의(attention), 흥미

(interest), 검색(search), 행동(action), 공유(share)를 포함하는 AISAS 

모델을 제안했다. AISAS 모델과 AIDMA 모델의 차이점은 검색(search)과 

공유(share)에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의 차이점이

기도 하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정보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생산

하는 주체로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구매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태블릿,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높은 미디어 단말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모

바일 쇼핑 소비 행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마케팅 방

식 또한 바뀌었다. AISAS에서 나아가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발전에 

기초한 새로운 소비 행동 이론 모델로는 ISMAS가 있다. IAMAS 모델은 주

로 흥미(interest), 검색(search), 입소문(mouth), 행동(action), 공유

(share)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Du Wenchao, 2017). ISMAS 마케팅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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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소비 심리 모델을 비교하여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AIDMA모델- AISAS모델-IAMAS모델(연구자 구성) 

 

2006년 타임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 탐색시 특정 제

품 혹은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제품 평가 또는 

추천이 더욱 영향력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Grossman, L, 

2006). 

“2015년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입소문은 

온라인 쇼핑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CNNIC, 2015). 이러한 배경에서 UGC 소셜 플랫폼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

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내 UGC 소셜 플랫폼인 샤오홍슈(Little Red Book)

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5억 명이 넘는 사용자

가 샤오홍슈에 문자, 그림,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데(Iresearch, 2018), 일반적인 샤오홍슈의 콘텐츠는 보통 ‘일반인’에 

의한 게시물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샤오홍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UGC 콘

텐츠(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를 제작하고, 쇼핑 경험, 의류 점포 세부 정

주의

(attention)

흥미

(interest)

욕망

(desire)

기억

(memory)

행동

(action)

주의

(attention)

흥미

(interest)

검색

(search)

행동

(action)

공유

(share)

흥미

(interest)

검색

(search)

입소문

(mouth)

행동

(action)

공유

(share)



4 

보 및 제품 사용 후기 등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다른 소비자의 쇼핑 의사

결정을 돕는다(Li & Liu，2014). 

UGC 플랫폼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연구되었

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스북은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가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의 신분을 등록하

여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한다. 그러나 샤오홍슈는 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플

랫폼은 아니지만 중국인터넷 보호법에 따라 신원 검증을 거쳐야만이 해당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중국 기반의 소셜 플랫폼(예: Weibo, 샤오홍슈, 즈후등)을 주로 사

용하며 이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Yu, Louis, etl, 2011).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서구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되었지만 이에 비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중국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는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 교육

부에서 2018년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이 68,537명(4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19.0%), 몽골(4.8%), 일본(2.8%) 순으로 나타났

다. 2020년 교육부의 ’20만 유학생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에

서 공부하는 국제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교육부, 

2018).  

이처럼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과 중국의 상이한 정치,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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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과 같은 사회, 문화적 차이는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김옥련, 왕설, 2013).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사교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익히고, 찾아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남종훈, 

2015). 

중국 문화에 익숙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적 특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문화 맥락에서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인 샤오홍슈와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각각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연구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 

외국 유학생들에게 있어 소셜 미디어는 현실의 사회적 관계를 사이버 공

간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며,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

과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 삶의 모든 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장 효과적인 시장 보급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송양, 김원겸, 백양, 

2013).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 배경 연구에서 중국의 소셜 미디

어(Renren)를 서양 소셜 미디어(페이스북)과 비교한 이전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이 둘 미디어 간에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n Qiu, 

et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 등장하는 UGC의 영향력을 다루고자 한다.  

UGC 플랫폼은 미래의 소셜 미디어 트렌드로서 패션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UGC를 사용한 새로운 마케팅 기

법이 패션 분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고, 어떻게 한국 브랜드가 중

국 UGC 플랫폼을 사용하여 한국 패션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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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UGC의 초기 단계 연구로서 UGC 정보의 품질 특성을 연구하고, 다

문화 배경 하에서 중국과 해외의 UGC 플랫폼 정보의 품질 특성 차이를 분

석한다. UGC의 개념 및 정의는 2005년에 대두되었으므로 UGC에 대한 연

구는 아직은 초기 단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UGC의 정보품질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각각의 서로 다른 정보 특성은 

UGC 플랫폼 이용태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 따른 UGC 플랫폼 정

보 특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중국 소비자가 의류 산업에서 UGC 플랫

폼을 사용할 때 얻는 정보의 품질 특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UGC 환경에서 중국인 사용자들의 태도 및 행동을 플랫폼 속

성 차이에 근거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UGC 플랫폼을 사용한 공유의도 및 

방문의도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기초적인 검토가 이루어

진 것에 반해, 본 연구는 UGC 사용자로서 중국인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에 문화

라는 맥락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

기 떄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매장 UGC를 기반으로 콘텐츠 품질 

특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함으

로써 패션 관련 UGC의 개념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UGC 마케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무적으로는 중국을 대표하는 UGC 플랫폼인 샤오홍슈를 대상으로 연구함

으로써 한국 브랜드에게 중국의 소셜 미디어 특성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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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고, 한국 패션 산업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소비자의 소

셜 미디어 행동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검토하고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제 2장에서는 UGC 정보품질, UGC 사용태도, 정보 공유의도 및 패

션 매장 방문의도, 다문화 수용의 개념과 위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연구문제, 연

구 대상을 소개하였고, 주요 변인들에 대해 정의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제 3장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을 통한 도출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UGC 플랫폼으로 서양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중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샤오홍슈

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선택하여 UGC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 수용 정도를 따라 

UGC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제 5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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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소셜 플랫폼에서 중국 소비자의 UGC 정보품질과 사용의

도, 행동의도(향후 방문의도, 공유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또한 본 연

구를 기초로 다문화 배경 이론을 적용해 중국 UGC 플랫폼 이용의 차이(중

국과 해외 UGC 플랫폼을 비교)를 연구한다. 본 장에서는 주요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와 문헌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

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샤오홍슈(Little Red Book)” 개요 및 영향력 

 

샤오홍슈(Little Red Book, 小紅書)는 2013년 8월에 탄생한 중국 최초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하루에 7,000만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

하고 가입자는 수천만 명에 이른다(Zeng Wenye, 2017). 초기 샤오홍슈의 

콘텐츠는 해외 여행과 해외 쇼핑을 경험한 일부 사용자들의 경험을 공유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샤오홍슈는 플랫폼 성장을 위해 온라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여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높은 ‘왕홍’(온라인 유명인)

을 초대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일반 사용자들 또한 샤오홍슈에서 쇼핑 

경험, 해외 쇼핑 할인, 점포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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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샤오홍슈 LOGO 

 

2013년 10월, 샤오홍슈는 처음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다양한 아웃 바운

드 쇼핑 공략 정보를 선보였다. 샤오홍슈 상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용자

들은 쇼핑 목적지에 방문해보지 않은 잠재적 소비자들을 위해 콘텐츠를 주

로 제작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쇼핑 목적지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하는데 도움을 준다. 콘텐츠에는 현지 특화된 제품, 높은 가성비의 쇼

핑 장소, 브랜드 점포 할인 정보, 그리고 가장 쇼핑하기 좋은 상업지구 소

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콘텐츠의 후반에는 텍스트가 PDF형태로 정리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핸드폰

으로 읽거나 출력하여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샤오홍슈가 처음 출시된 2013년 당시에는 중국에서 여행공략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춍요망(穷游网), 마펑워(马蜂窝), 취나알(去那兒), 

짜이루상(在路上), 쎄청왕(携程网) 등 다수가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시장점

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비록 이러한 플랫폼들이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

고 있었지만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믿을 만한 쇼핑 정보

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부 정보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효성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데 있어 유용하지 못하였다. 

반면, 샤오홍슈는 주로 일본, 홍콩, 한국, 미국 등 국가들의 대표적인 쇼

핑 지역을 공략하여 마케팅을 하였고, 3개월만에 수십만 건의 다운로드 횟

수를 기록했다. 샤오홍슈는 초기에 단기적으로는 PDF 위주의 정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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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고 

사용자가 쌍방으로 교류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후 

샤오홍슈는 소셜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는 메모 기능을 출시하였다. 그 후, 

샤오홍슈의 슬로건은 "우리가 세계 각지에서 좋은 제품을 찾고 알리자"로 

바뀌었으며, 샤오홍슈 플랫폼에서는 매우 상세한 제품 리뷰(UGC)를 독려하

고 있다. <2018년 샤오홍슈 보고서>를 보면 샤오홍슈 사용자의 약 88%가 

여성이고 이들 중 60% 이상이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이다. 또한 이들은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고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AI CHUAN BO, 2018). 

샤오홍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은 외국 패션, 화장

품, 관광 등 다양한 쇼핑 체험과 경험 사례를 리뷰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

들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 리뷰에 코멘트를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의 쇼핑 체험을 통해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등록한 후, 샤오홍슈에 자신의 상세 메모를 

게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에는 물품 사진, 점포 사진, 구매 장소, 가

격, 점포 특징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의 홈페

이지를 구경할 수도 있고, 서로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샤오홍슈 사용자는 콘텐츠 게시,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코멘트 등을 통해 

일종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축적한 경험치에 따라 다른 등급을 받

게 된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표정, 글씨체, 고품질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다르게 부여된다. 게시물의 질이 높을수록‘좋아요’수가 많아지고 

더불어 등급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대한 

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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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샤오홍슈에 텍스트, 그림 또는 짧은 동영상을 게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샤오홍슈 상의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로 하여금 ‘뽐뿌（’갖고 싶은 

상태’를 일컫는 인터넷 유행어, 種草, 갖고 싶다）’를 유발하게 되고 또, 

향후 자신이 해외에서 경험한 구매, 관광에 대한 새로운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2> 샤오홍슈 페이지 화면 

 

중국에서 이루어진 UGC 관련 연구는 샤오홍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

장 많다. Peng Jingchuan(2018)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대한 사회적 공유

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샤오홍슈 플랫폼의 정보 콘텐츠 수가 

다른 플랫폼보다 많으며, 정보 업데이트 속도 또한 다른 플랫폼보다 더 빠

르다고 하였다. 

Yang Mengxue(2018)는 샤오홍슈 플랫폼의 콘텐츠에 초점을 두고 연구

하였는데, Weibo, WeChat 및 기타 대표적인 중국 소셜 플랫폼과 비교하여 

샤오홍슈의 사용자들이 더욱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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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주된 사용자 층은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주요 도시 및 중층 이상 

소득 그룹에 거주하는 85년생 이후의 여성들이었다. 샤오홍슈의 주요 콘텐

츠는 해외 쇼핑 전략에 관한 것으로 다른 플랫폼에 비해 더욱 자세하고 흥

미로우며 시기 적절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입소문 내도록 동기부

여 한다고 하였다.  

Wang Haijiao(2018)는 샤오홍슈를 배경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리뷰의 유용성을 연구하였다. 샤오홍슈는 중국에서 매월 100만 개 

이상의 입소문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월 총 2천만 개의 ‘좋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뷰 쓰는 시간의 길이, 주석 텍스트의 길이 

및 올린 사람의 전문성과 같은 요소들은 모두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Sun Shanshan(2017)는 샤오홍슈를 배경으로 의사 소통 이론- '사용 및 

만족도'를 활용하고 사용자의 구매 의도와 UGC 콘텐츠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연구하였다.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비교하여, 샤오홍슈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샤오홍슈는 여행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에게 유용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접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매일 수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수십억의 구독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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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1. UGC의 개요 

 

UGC(User Generated Content)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말하는 것

으로 이 용어는 2005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Web2.0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직접 창작한 문자, 그림, 오디오,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의미하

며, 이러한 UGC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과 같은 소

셜 미디어 소셜 플랫폼 미디어에 주로 게시된다(Zhao Xiaoyu, 2012). UGC

는 UCC(User Created Contents), CGM(Consumer Generated Media)으

로 불리는 등 아직까지 통일된 용어는 부재한 실정이다(서호정, 2007). 

세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2006)는 UGC의 3대 특징으로 첫째, 

인터넷상에 배포된 공개형 콘텐츠, 둘째, 창의적인 콘텐츠, 마지막으로 비전

문가 제작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즉, UGC의 특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

중에 의해 게시되며, 이러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자가 

다른 출처에서 복사하여 온라인에 공유, 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him & Lee, 2009). UGC의 본질은 사용자가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Smith et al., 

2012). 

온라인 콘텐츠가 점점 더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소셜 미

디어, 온라인 리뷰 사이트 등에 콘텐츠를 생성하여 게시하는 사용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Julian K. Ayeh, etl, 2013). 이로 인해 개인 정

보 게시, 토론 및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UGC 콘텐츠의 유형과 표현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매체별로 분류하면 오

디오 및 음성으로 생성된 UGC, 이미지 그래픽 등의 이미지 UGC, 동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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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UGC로 구분할 수 있다(강군, 2013). 그러나, 다양한 UGC의 소셜 플랫

폼에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생

성하고 배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국 UGC 소셜 플랫폼인 샤오홍

슈의 패션 제품 추천 UGC 게시물은 텍스트,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Web 2.0 시대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 콘텐츠를 만들고 게시하는 것이 아

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콘텐츠 작성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Sedeke, K. 2012). UGC가 활성화되면 자신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인

터넷에 게시하는 것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웹에서 배포된 독창

적인 콘텐츠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UGC 콘텐츠 특성이 갖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1세기 초반부터 UGC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Web1.0의 모델이 

대두되었을 당시 UGC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발

전하고 Web2.0이 보급되면서 UGC의 연구는 비로소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

작했다.  

Ayeh, J. K., etl(2013) 연구에 의하면, 현재 여행자들이 점점 더 독립적

이 되어가고 있으며, 관광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닌 그들 스스로 목적지를 

찾고, 다른 소비자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평가 정보를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UGC는 여행자들에게 주요 참고 정보의 출처

가 되기 시작했고, UGC로 공유되는 정보는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있으며 친

구에 의한 추천보다 의존적임이 확인되었다(Litvin, S. W., etl, 2008). UGC

는 여행자에게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는 여

행자의 여행 의사 결정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Ping Wang, 

2015), UGC 콘텐츠는 소비자가 미래에 방문하는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Hyuk Jun Cheong & Margaret A. Morrison(2008) 연구는 소비자가 서

로 다른 유형(YouTube, blog, discussion)의 UGC 웹 사이트에서 어떻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UGC보다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에 더 의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PGC는 제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는 UGC 콘텐츠를 PGC에 비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미 구매 경험이 있는 사용자가 제공하

는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가 소비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샤오홍슈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샤오홍슈에서의 콘텐츠는 대부분 문자나 

그림 형태로 공유되며, 제품을 사용하거나 실제 매장을 방문한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국 UGC 사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UGC 정보품질 

 

정보품질은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치의 정도 및 콘텐츠 품질 

수준의 정도를 의미한다(오창규, 2007; 정철호, 2009). 특히,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품질의 정의는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사용자가 해당 

가치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Negash, S. et al, 2003). UGC 환경에서는 

UGC 정보의 품질을 UGC 플랫폼의 가치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 한다. 

1992년 DeLone과 McLean은 정보 시스템 성공모델(Delone & Mclean 

IS Success Model, D&M 모델)을 처음 제안했고, 이후 정보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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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주요 연구의 기초로 사용되었다(DeLone, W. H., McLean, E. R, 

1992). 그림 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요소로 나뉜다: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 사용(Use), 사용자 만족도(Use 

satisfaction), 개인적 영향(Individual impact)과 조직의 

영향(Organizational impact). 

이 중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에 대한 측정의 중요한 특성은 

중요성, 관련성, 유용성, 가용성, 가독성, 정확성, 간결성, 충분성, 신뢰성, 

적시성, 유일성, 정량성 등이다. 

 
<그림 2-3> D & M 모델(1992) 

출처: W. DeLone and E. McLean, Information Systems Success: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3(1), 1992, pp. 60–95.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정보품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보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Bailey. James E. & Sammy 

W, Pearson(1983)은 사용자 만족도 측정 관련된 항목을 제안한 연구에서 

정보 정확성, 업데이트 적시성, 신뢰성, 완전성, 관련성의 순으로 중요하다

고 하였다. Chia-chen chen(2018)의 Airbnb 플랫폼에서의 UGC 정보품질



17 

이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의 품질은 출력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선명성, 관련성, 유용성, 확실성을 의미한다. 높은 품질의 온라인 정보는 소

비자의 쇼핑 체험 및 온라인 서비스 체험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자 상거래(E-Commerce)시대를 배경으로 D&M 모델을 한 단계 발전

시켜 연구한 DeLone & McLean(2003)은 시간의 경과 및 클라이언트의 변

화에 따라 정보품질 특징을 완전성, 이해 가능성, 안전성, 관련성 및 아이덴

티티로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오창규(2007)는 UCC 콘텐츠를 수용하고 전달하기 위해 UCC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앱 상에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축으로서 정보품질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UGC 

정보 콘텐츠 품질 특성은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관련성, 유용성, 오락성이

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용자는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UGC콘텐츠를 더 선호하고,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정보를 

더 선호한다. 

정철호, 정덕화(2009)는 UCC 서비스의 콘텐츠 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지

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보품질을 정

확성, 완전성, 다양성, 유희성, 적시성으로 정의하였는데, 특히 높은 흥미와 

재미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 할수록 사용자의 만족 수준과 지속 이용의도가 

증가함을 밝혔다. 즉, UGC 정보품질의 유희성은 정보품질을 구성하는데 있

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서선희(2017)는 정보 출처의 신뢰성이 UGC 정보 콘텐츠의 품질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보품질을 사용자가 생각하는 정

보의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 정보의 편이성, 상징성 및 위험 정보 제공성, 

인지정도로 정의하였다. 정확하고 시기가 적절하며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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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으로써 잠재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Xie et al.(2017)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호 연계 환경에서는 정보

품질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동질성 또한 

UGC 정보 이용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자신과 제공자 

사이의 공통점을 인지하여 정보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유효한지를 판단한다

(Julian, Norman, Rob, 2013). 또한 정보의 질은 제품이나 경험에 대한 소

비자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은희(2018)의 연구는 관광 정보에 대한 동영상 UCC에 대해 정보품질

의 적시성, 유희성, 간결성, 생생함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관광 정보품

질이 이용자 만족,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4가지 측면 모두 이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왕홍양(2019)은 샤오홍슈를 중심으로 UGC 정보품질과 수용자의 주관적 

인식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정보품

질을 관련성, 유용성, 정확성 및 적시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정확성과 적

시성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보 처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UGC의 정보품질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련 선

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정보품질 차원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연구  정보품질 차원 

1 Pearson (1983) 정보 정확성, 업데이트 적시성, 

신뢰성, 완전성, 상관성, 정확성 

2 DeLone& McLean(1992) 중요성, 관련성, 유용성, 가용성, 

가독성, 정확성, 간결성, 충분성, 

신뢰성, 적시성, 유일성, 정량성 

3 DeLone＆McLean（2003） 완전성, 이해가능성, 안전성, 관련성,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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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창규（2007） 정확성, 완정성, 신뢰성, 관련성, 

유용성, 오락성 

5 정철호, 정덕화(2009) 정확성, 완전성, 다양성, 유희성, 

적시성 

6 김나은, 김민화（2010） 동의성, 생생함, 정확성, 적시성, 

유희성 

7 서선희（2017）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 정보의 

편이성, 상징성, 위험 정보 제공성, 

인지정 

8 chia-chen chen (2018) 정확성, 완전성, 선명성, 관련성, 

유용성, 확실성 

9 조은희(2018) 적시성, 유희성, 간결성, 생생함 

10 왕홍양(2019) 관련성, 유용성, 정확성, 적시성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UGC 정보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특성요인을 제시하여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정보품질의 특성이 행동 및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UGC 정보품질은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 

및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chia-chen, 2018；서선희, 2017；

오창규, 2007；조은희, 2018；왕홍양,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UGC 정보품질 차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변

수는 정확성과 유용성이다. 즉,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해당 정

보가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지는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유용성 

중요한 정보품질 속성으로 보았다. 또한, 조은희(2018)는 UGC 정보품질 

콘텐츠 정보에 유희성 포함시켰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샤오홍슈 관련 연구

에서 유희성은 중요한 정보품질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유용성, 정확성, 유희성 이렇게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UGC 정보품질

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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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성 

정확하다는 것은 오류 없이 사실과 규칙이나 어떤 표준에 부합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은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규칙이나 표준에 부

합되는지, 해당 사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만약에 내용의 정확도가 높다면 사용자는 그 내용을 믿게 되고 소개

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를 가지게 된다(왕홍양, 2019). 

 

2) 유용성 

유용성은 정보가 얼마나 사용 가능한 가치를 갖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터넷은 수 많은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지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정보 유용성의 부족은 

소비자의 쇼핑 체험과 서비스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Ghasemaghaei, M. & Hassanein, K., 2015). 

 

3) 유희성 

유희성은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를 얻을 때의 흥미, 유쾌한 정도를 

의미한다. IT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한 즉, 본질적으로 유희

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Webster et al.,1993).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 흥미성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태도와 사용 용도 예측

감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희성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

를 수용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도 여겨지고 있다(유승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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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GC 이용태도 

 

태도는 대상(사람, 기관, 사건 등)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의된다(Ajzen, I., 1989). UGC에 대한 이용태도는 콘텐츠에 대

한 인식된 가치,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신뢰 및 감정, 관계에서 기인한다 

(Daugherty, T et al, 2008). 

Shu-Chuan Chu & Sara Kamal(2013)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신용도는 사용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고품질 정보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혹은 제품

에 대한 관심과 믿음에 영향을 준다(Goswami et al., 2012). 또한 UGC정

보품질이 높아질수록 UGC 이용태도 또한 이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창규, 2007; 정철호 & 정덕화, 2009). 

 Fishbein & Ajzen(1975)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TRA)을 제시하였고, 규범과 태도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로 선행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이론 모형은 소비자 행동 연구에 광

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TRA 모형을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유저들의 태도와 행동 관계 및 다문화적인 환경 비교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2-4>는 TRA 모형에서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

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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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RA모델(1975)  
출처: Fishbein, Martin, and Icek Ajzen. "Belief, attitude,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 Wessley (1975). 

 

이 모형에 의하면 한 사람의 행동(Behavior)은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와 높은 상관이 있으며,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AB)및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에 영향을 

받는다(Alwahaishi, Saleh, & Václav Snášel，2013). 이는 개인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행동의도는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Ajzen, I. & 

Fishbein, M., 1973). 인터넷 환경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태도는 행동 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Jung, Jaemin, et al.(2016)의 연구는 페이스북 환경에서 태도와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로써,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의 광고 정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광고 속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의도를 공유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태도는 행동의도를 거쳐 개인이 특정 행동(구매 행동, 공유 행동, 방문 

행동 등)을 완성할 수 있다. Ayeh, J. K., Au, N., & Law, R.(2013)의 

여행사 대상 연구에서도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적극적인 태도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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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도로 이어짐을 밝혔다. 여행 계획에서 UGC를 사용하는 태도는 

UGC를 이용한 여행 계획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태도는 

방문의도와 공유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샤오홍슈라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UGC 태도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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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션 매장 방문의도 

 

Web 2.0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네티즌들에게 여행하는 과정에 쌍방향

통신 방식을 지지하고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호텔 이용, 여행 목적지와 여

행 서비스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온라인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UGC)를 생

성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Sigala, M, 2008). 즉,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인

터넷을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Complete, Inc (2007)의 보고

서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은 여행시 구매

할 제품, 인기 있는 여행지 등이었다. 이로부터 관광객들은 UGC 내용이 해

외에서의 구매의도와 방문의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방문의도란 특정 시간에 한 지점을 방문할 가능성을 의미한다(Whang, H., 

Yong, S., & Ko, E. 2016). 방문의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도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태도가 친환경형 

호텔 방문의도에 영향(Vivek Kumar Verma et al., 2019)을 미쳤고，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태도가 목적지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쳤다(Ahn, J. J et 

al., 2019). 

다른 사람의 목적지 계획은 관광객들의 주관적 태도, 미래 행동 및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Whang, H., Yong, S., & Ko, E. 2016). 온라인을 통

해 다른 사람들의 여행 경험을 접하게 되면 해당 여행지에 대한 태도나 관

련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hn, J. J et al., (2019)는 주로 온라인 

정보가 목적지 이미지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연구에 의하

면 관광객들은 목적지에 가기 전, 감정과 인지 속성을 통해 목적지를 판단

하고, 목적지는 그들의 태도 및 행동 플랜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

정, 인지 및 태도는 목적지의 방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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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 플랫폼은 이미 관광객들이 여행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제

공처가 되었다(Ping Wang，2015). 이로 보아 UGC에서 정보를 찾는 사람

들의 UGC플랫폼에 대한 이용태도는 그들이 실제로 가게를 방문할지에 대

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플랫폼 이용태도는 방문의도 및 공유의도를 포함

하여 목적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행동 의향에 영향을 준다. UGC 내용의 공

유 행동은 다른 사용자들의 향후 여행 계획 행위를 촉진하였으며(Cox et al., 

2009; Li & Liu, 2014), 이는 실제 여행시 해당 가게에 대한 방문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A모델을 이용하여 중국 유학생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태도가 향후 방문 행동과 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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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보 공유의도 

 

사용자는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충족되는 것

을 즐긴다(Ko，Cho，＆ Roberts，2005; Zhang，Tang，＆ Leung，

2011). 미디어 상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다(Kim & Lee, 2006).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전통적인 교류 

방식과 다르게 지인 외의 타인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

한 특수한 형태의 교류 방식은 익명성을 가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정보를 공

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며, 이는 나아가 자아가치 실현까지 이어진다(Wen-

Jung Chen, 2012). 즉, 익명의 대중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타

주의와 이로 인한 명예 추구욕이 지식을 공유하는 동력이 된다(Chin & 

Judy, 2008).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 공유는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Fang & Chiu, 2010). UGC 플랫폼을 신뢰하는 것은 정보 공유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유정, 2011).  

Chow, W. S., & Chan, L. S. (2008)는 경험을 공유하는 태도는 경험을 공

유하는 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

유하는 행위 또한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공유는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다수

의 선행 연구에서는 정보 공유의도를 소문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전파하는 것 또한 

WOM(Word-of-mouth, 입소문)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Kim, Angella J., 

& Kim KP Johnson, 2016). 정보품질이 높은 사이트에서는 공유의도 역시 

적극적으로 일어난다(Kim, H., & Niehm, L. 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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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셜 미디어는 자체의 독특한 형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를 수집한다. 샤오홍슈 플랫폼의 경우 경험 공유의 게시물들이 증가하였고, 

이는 사람들이 샤오홍슈를 사용하는 태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샤오홍슈 플랫폼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게시하려 한다. 샤오홍슈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

의 내용을 위챗, 웨이보 등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현실 사회의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다.  

소셜 네티즌들은 더 이상 얼굴을 직접 보고 교류하지 않아도 되고 정보전

달을 핵심으로 가상 세계에서 소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

는 사용자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태도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전제 하에, UGC 플랫폼의 사용 

태도와 점포 방문의도, 정보 공유의도에 대한 관계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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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다문화 수용 

 

1. 다문화 수용의 정의 및 연구대상 

 

국경이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소셜 플랫폼은 다문화 배경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 소비자들의 태도 차이는 소셜 플랫폼 경영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Chau, P.Y.K, et al.,2002). 중국은 소셜 플랫폼 사용

에 있어 서방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본토에 거

주하는 중국인에 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특히 젊은 유학생들은 

중국 고유의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거주국의 문화적 배경 영향 하에서 

UGC 소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UGC 정보 품질 

평가와 이용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는 다문화 경험에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는 다문화 수용 연구가 시작되었다. Redfield, 

RalfLinton and Melville Herskovites(1936)는 최초로 두 가지의 상이한 

문화의 집단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문화 모델의 변화를 초래하는 다문

화 수용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이후 다문화 수용의 개념은 많은 사회학자들

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Kim & Young Yun(1988)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

인이 한 문화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 진입하는 과정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직접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문화 수용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주로 서양과 동양의 사고 차이가 마케

팅, 심리학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197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매체와 다문화 수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Ding 

Lu, 2018). 전통적인 매체(TV, 신문, 라디오 등)에서 Web2.0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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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3.0의 시대 즉, 온라인 소셜 미디어로 전환되면서 연구대상이 되는 매

체도 전통적인 것에서 현재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로 전환되었다. 

다문화 수용 이론의 관점에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사회의 사회적 

규칙, 행동 패턴에 익숙해진 뒤 한국의 문화사회에 진입하려면 새로운 사회

적 규칙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립해야 한다. 이 과정을 겪은 중국인 유학생

의 다문화 수용 정도는 서로 다른 사회 환경에서 사용되는 소셜 플랫폼 선

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Kim & Young Yun(2001)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 집단에도 다문화 경험

이 완전히 똑같은 유학생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

생의 다문화 수용에 따른 플랫폼 선택 및 이용을 연구 모형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성별, 연령, 언어 능숙도, 한국 체류기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또한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수용의 차원 

 

다문화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모형은 단일 차원 모형과 

2차원 모형이다. 이 둘에 대해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Gorden이 1964년에 제시한 일 차원 모형이다(Ding Lu, 

2018). 이 모델의 주요 관점은 개체들이 문화 수용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본래 개체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속성을 

잃고 결국 동화된다는 것이다. 본 모델의 한계는 다문화의 최종적인 결과가 

늘 완전한 동화로 귀결된다는데에 있다. 일 차원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

그림 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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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다문화 수용의 일 차원 모형(연구자 구성) 

 

두 번째는 Berry가 1991년에 제시한 2차원 모형이다. 이 모형의 주요 

관점은 개체가 본래의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환경과 상호관

계를 맺는 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다문화 수용의 결과는 통합

(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 통합은 본래의 문화를 중시하면

서 새로운 문화 환경과 집단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화는 

새로운 문화 집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시에, 본래의 집단 문화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분리는 본래의 문화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문화 환경을 배제하

는 것이다. 주변화는 본래의 문화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주류 집단과의 접촉도 꺼리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결과 중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통합이고 가장 부정적인 결과

는 주변화이다. 2차원 모형은 아래 <그림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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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다문화 수용의 2차원 모형(2018)  

출처: Erten, E. Y., van den Berg, P., & Weissing, F. J. Acculturation orientations 

affect the evolu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2018) 

 

Ryder, Alden, and Pauhus(2000)의 다문화 수용 모형 비교 연구 결과는 

2차원 모형이 일 차원 모형 보다 다문화 수용을 이해하는 데 더 넓고 유효

한 틀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 차원 모형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원 모형을 활용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플랫폼 선택

과 이용 양상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특징을 2차

원 모형과 결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개념과 결합하여,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 중 중국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

만 그들은 한국 문화를 잘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인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한 사용한다. 따라서 통합의 특성을 보이는 중국 유학생들은 제품 

구매/매장 방문 전에 한국의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를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동화의 개념과 결합하여,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

폼보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더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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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셜 미디어 콘텐츠보다 한국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를 더욱 참조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분리의 개념과 결합하여,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국 문화 환경

에 통합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더불어 한국의 소

셜 미디어 사용보다는,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더 많이 습관적으로 사

용하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의 개념과 결합하여, 중국 유학생들은 문화적 배제 현

상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그들이 소셜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다문화 수용에 있어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Berry, 2006). 따라서 주변화의 경우, 중국에서는 사

용되지 않는 서방문화 고유의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용하면서 고유한 태도, 

의도를 형성할 것이다. 

 

3. 다문화 수용과 온라인 문화  

 

 온라인 문화(Online culture)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컴퓨터 기술을 통

해 공유 관행, 기대 및 구조의 집합으로 형성된 지식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Fuchs, 2008). 인터넷 공간은 문화의 산물이자 문화의 생산공간이기 때문

에 온라인 문화는 지리적 구속이 없고 실제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Lin Qiu, etl, 2013).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문화는 더 이상 특별한 집단

에만 관련되지 않고 이미 우리 모두의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온라인 문화에서는 개인이 개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사진 태그 및 

리뷰와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 참여하여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을 강조하도록 권장하고(Boyd, Danah M., and Nicole B. Ellison, 200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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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는 향상된다. 이처럼 재

한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한국 사회 및 문화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한국인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문화를 배경으로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Asian-based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고,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며, 비교적 적은 

개인정보/자아표현을 사용한다(Lin Qiu, etl, 2013). 중국의 소셜 플랫폼 런

런왕(RENRE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문화에 기반한 소셜 미디어 플

랫폼(American-based 소셜 미디어)은 사용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소셜 네

트워크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많은 자아표현

을 선호한다(Lin Qiu, etl, 2013).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소셜 플랫폼인 

Facebook이 이에 해당한다.  

다문화 소비자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Individualism-collectivision, 즉 I-C 차원적 모델)가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차원적 모델이다(Aaker, J. L., & Maheswaran, D, 1997；Shu-Chuan 

Chu, 2011). 중국 한국 등 동양 국가들은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며 상호 

의존과 사회규범 준수에 더욱 익숙하다. 개인주의가 두드러진 서양문화인 

미국은 개인적인 가치의 구현을 더욱 강조하며 집단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동서양의 문화 차이 아래 UGC 소셜 플랫폼에서 경험하는 온

라인 문화도 차이가 있으며, 이처럼 중국 유학생들이 국가별로 UGC 소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정보품질이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 방문의도, 및 공

유의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특징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샤오홍슈를 소셜 미

디어 플랫폼으로 선택하여 UGC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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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국의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의 창시자 취팡은”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광고 효과는 주로 입소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샤오홍슈의 UGC 콘

텐츠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광고가 되었다. 미국의 대표 UGC는 인스

타그램이고, 중국은 샤오홍슈이다.”라고 하였다(SOHU, 2018). 

샤오홍슈는 발전하고 있으며 샤오홍슈 콘텐츠는 관광지, 화장품뿐만 아니

라 더욱 다양화 카테고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에 대한 후기, 혹은 자신이 방문한 맛집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등을 자

유롭게 생산하고 있다. 현재 샤오홍슈의 콘텐츠는 의류, 음식, 여행, 연예인, 

동물, 사진, 육아, 가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샤오홍슈는 점차 일상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소설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CNWEBE, 2019). 

인스타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셜 미디

어 플랫폼 중 하나이다. 현재 전세계에 6억이 넘는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수준의 사용자 참여이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는 테마 태그가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사진과 상응하는 텍스트 묘

사나 상세 내용 링크 등을 업로드 한다(Pavica Sheldon, et al., 2017). 한국

의 한 달 인스타그램 접속자는 1천 7백만 명에 달하는데, 두 명의 소셜 미

디어 사용자 중 한 명 꼴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

한 내용을 게시한다(Instagram Day Seoul,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샤오홍슈와 인그타그램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용

자 제작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둘째, 플랫폼의 주

요 기능은 일상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기능을 갖지만 상

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두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국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UGC 정보품질 평가, 태도,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비교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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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권에 따른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의 정

보품질 특성을 탐색하며, 각각의 서로 다른 정보 특성이 UGC 플랫폼 이용

태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UGC 플랫폼 이용태도

가 공유의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다문화 수용 이론의 배

경에서 중국과 해외 UGC 플랫폼의 정보품질 특성의 차이를 검토한다. 

중국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의 UGC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UGC 정보품질이 소비자의 이용태도와 행동의도(공유의도, 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문화 수용이 소비자의 UGC 플랫폼 이용태

도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의 설정 

 

UGC 정보품질과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 UGC 의 인지된 속성은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chia-chen, 2018；서선희, 2017；오창규, 2007； 정철호&정덕화, 

2009; 조은희, 2018； 왕홍양, 2019). UGC의 인지된 속성으로 주로 언급

되는 변수는 정보의 정확성, 유용성이다. 이 두 가지 차원 외에 샤오홍슈 

관련 연구에서는 유희성 역시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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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보의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 이렇게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UGC 정보품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가설 1-1. UGC의 정보품질 정확성은 소비자의 UGC 이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UGC의 정보품질 유용성은 소비자의 UGC 이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UGC의 정보품질 유희성은 소비자의 UGC 이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Web 2.0의 발달은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Complete, Inc(2007)의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

객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콘텐츠(UGC)는 여행 시 구매할 제품, 유

명한 여행지 등이었다. 이로부터 해외 여행지 선택 시에 UGC 내용이 여행지 

선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태도 역시 여행지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ing Wang, 2015; Jennie, 2019).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샤오홍슈를 통해 UGC 이용태도와 패션 매장 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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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아본다. 

 

가설 2. UGC 이용태도는 소비자의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디어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일

이기도 하며, 지식 공유는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Kim & 

Lee, 2006; Fang & Chiu, 2010). 뿐만 아니라 UGC 플랫폼을 신뢰하는 것

은 정보 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유정，2011). 즉,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

와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본다. 

 

가설 3. UGC 이용태도는 소비자의 정보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특히 

젊은 유학생들은 중국 고유의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거주국의 문화적 배경 

영향 하에서 UGC 소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UGC 정보품질 평가와 이용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는 다문화 경험에 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특징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미

국 문화를 베이스로 한 인스타그램과 중국 문화를 베이스로 한 샤오홍슈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선택하여 UGC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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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외국거주 중국인들의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플랫폼 

종류에 따른(샤오홍슈 vs. 인스타그램)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이미지, 해시태그 및 간단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Sheldon & Bryant, 2016). 또한, 사용자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이

야기를 작성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감정과 정보를 공유

한다(전지혜, 2016). 샤오홍슈에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자

세한 텍스트 설명 예를 들어, 제품 이름, 개인 사용 후기, 구매 장소, 가격 

등을 공유한다(왕홍양, 2019). 따라서 패션 매장 및 패션 정보에 관해서 자

세한 내용을 공유하는 샤오홍슈의 콘텐츠가 단순히 이미지 위주의 인스타그

램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가설 4-1a. UGC 정보품질의 정확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

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 더 집단적이며, 

사람들은 광고 내용보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Lin Qiu, etl, 

2013, L.A. Jackson, 2013). 샤오홍슈는 네트워크 관리에 엄격하기 때문에 

광고 관련 게시물은 노출되지 않는다(Peng Jingchuan, 2018). 반면 인스타

그램 플랫폼은 광고가 많고 사용자들은 광고 콘텐츠에 대해 호의적이다 

(Captiv8, 2018). 그러므로 샤오홍슈의 정보가 인스타그램에 비해 중국 유

학생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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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b. UGC 정보품질의 유용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샤오홍슈의 콘텐츠는 다른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보다 재미가 

있으며 사용자들의 연령대가 더 낮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인기가 있고 재

미있는 정보를 공유한다(Yang Mengxue, 2018).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더욱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며, 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

폼보다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선호하고 관심 있어 한다(Lin Qiu, etl，

2013). 따라서 중국 유학생에게 인스타그램보다는 샤오홍슈의 콘텐츠가 더 

유희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 수 있다. 

 

가설 4-1c. UGC 정보품질의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 미국 문화에서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르다. 중

국 문화 배경에서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반면, 미국 문

화 배경에서는 자기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Chu, S. C., & 

Choi, S. M, 2011).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에 통합되고 싶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표현하고, 한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음으로써 개인-

정서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한다(김춘화, 2015). 또한, Cho. S. E. (2010)는 

동양 문화 배경의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서양 문화보다 개인 정보를 노

출하지 않으며 친구가 적다. 반면, 서양 문화 배경의 플랫폼 사용자는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국 유학생들

은 샤오홍슈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것이다. 

 

가설 4-2. UGC 이용태도가 패션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샤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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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Matzler, K, etl,(2016)는 문화적 차이가 브랜드 개성 인식과 미래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집단주의 여행자들은 개인주의의 여행자

들보다 방문의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또한, 동서양 문화의 배경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정보는 사용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주의 배경과 비교할 때 집단주의 사용자는 정보

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구매의도가 촉진된다(Kendall Goodrich, 2013). 그

러므로 중국 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보다 친숙한 문화권의 샤오홍슈의 콘텐

츠가 미래 방문의도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UGC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스타그램

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애, 2017).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 문화를 수용할 것이다. DING 

LU(2018)는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인 유학생의 소셜 미디어 사용 및 다문

화 수용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합, 주변화, 동화)

에 따라 페이스북(사방 대표 소셜 미디어)과 웨이신(중국 대표 소셜 미디어)

을 선택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을 대상으로 UGC 정보품질 평가, 태도, 행동의도 간의 관계의 연구 중에 

다문화 수용은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UGC 정보품질 평가, 태도, 행동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실질적인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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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전략을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5: 외국 중국인들의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

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합, 주변화, 동화)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연구 모형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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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문제와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실제 샤오홍슈/

인스타그램 UGC 플랫폼 사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UGC 정보품질, UGC 

이용태도, 패션 매장 방문의도, 정보 공유의도 및 다문화 수용을 조사하였

으며, 이를 설문지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맞게 측정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양적 조사를 위해서 중국 전문 리서치기관에 설문 대상 모집을 

위탁한 후 기관으로부터 모집된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샤오홍슈와 인스타그램 UGC 플랫폼을 사용하는 한국거주 중국인 유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

구 문제와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샤오홍슈 사용자의 약 88%는 여성으로, 그 중 60% 이상이 30세 이하이

다. 또한 샤오홍슈 이용자들은 정보품질을 중요시하고 구매력이 높고 해외 

제품 구매 욕구와 구매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

용자 중에 20대와 30대 여성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은 패션 지향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ang, etl,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20~30대 중국인 여성으로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샤오홍슈와 인스타그램의 의류 매장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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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UGC 콘텐츠 정보품질(정확성, 유용

성, 유희성), UGC 이용태도, 패션 매장 방문의도, 정보 공유의도로 구성하

고, 추가적으로, 다문화 수용 척도(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

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샤오홍

슈/인스타그램 사용 습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1) UGC 정보품질 척도 

 

UGC 정보품질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치의 

정도 및 콘텐츠 품질 수준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GC 

정보품질의 하위 차원을 선행 연구의 세 가지의 품질 요인으로부터 도출하

여 정보품질의 유용성, 정확성, 유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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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UGC 정보품질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콘텐츠

유용성 

1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은 정보획득에 도움을 

준다. 
왕홍양

(2019) 

윤영일, 

하동현

(2016) 에

서 수정 및 

보완 

2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은 해당 상품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3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은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4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은 이용가치가 있는 콘

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

정확성 

1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정확하다. 왕홍양

(2019) 

Huang et 

al. (2015) 

에서 수정 

및 보완 

2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완전하다. 

3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진실성이 

높다. 

콘텐츠

유희성 

1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재미있다. Schindler 

& Bickar 

(2002), 

Zhou & 

Bao(2002)

, 

McKinney 

et 

al.(2002)

에서 수정 

및 보완 

2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3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를 보면 기분

이 좋아진다. 

4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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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GC 이용태도 척도 

 

UGC의 이용태도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된 가치,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신

뢰 및 감정, 관계에서 기인한다(Daugherty,T, 2008). 본 연구에서는 Moon 

& Kim(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웹 사이트에 대한 이용태도를 UGC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 적용하였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표 3-2>의 내용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2> UGC 이용태도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___________경험이다.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UGC 

이용 

태도 

1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좋은) 경험이다. 

Moon & 

Kim(20

01)에서 

수정 및 

보완 

2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

은/현명한) 경험이다. 

3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쾌한

/즐거운) 경험이다. 

4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

인/긍정적인)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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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매장 방문의도 척도 

 

방문의도란 특정 시간에 한 지점을 방문할 가능성을 의미한다(Whang, H., 

Yong, S., & Ko, E. 2016).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 방문의도에 대해 연구한 

조은희(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패션 매장 맥락에 맞게 및 보완하여 

<표 3-3>의 내용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3> 패션 매장 방문의도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패션  

매장  

방문 

의도 

1 
나는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에 나온 

패션 매장에 방문하고 싶다. 
조은희

(2018)

에서 수

정 및 보

완 
2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나의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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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공유의도 척도 

 

정보 공유의도는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된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가 제시한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정보 공유의도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정보  

공유 

의도 

1 
나는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에 "좋아

요"를 종종 클릭한다. 

조은희

(2018)에

서 수정 

및 보완 

2 
나는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를 나의 

개인 샤오홍슈 페이지에 공유할 것이다.  

3 
나는 친구에게 샤오홍슈/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공유할 것이다.  

4 

나는 다른 형태의 소셜 미디어(WeChat, 

Weibo 등)에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의 콘텐츠

를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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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 수용 척도 

 

다문화 수용이란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회의 구성원을 본인이 속한 사회

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인진, 2011). 본 연구에

서 Declan T. Barry(2001)가 제안한 다문화 수용 변수를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배경에 맞게 척도를 수정하고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

은 <표 3-5>과 같다. 

 

<표 3-5> 다문화 수용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통합 

1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농담을 할 수 있

다. 

Declan T. 

Barry(2001

)에서 수정 

및 보완 

2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다. 

3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4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나를 존중한다

고 생각한다. 

동화 

1 나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쓴다. 

2 나는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더 잘 지낸다. 

3 
나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나를 잘 이해한

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게 

더 쉽다고 생각한다. 

5 나의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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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1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중국인이다. 

2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과의 파티에 참석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3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나를 더 동등하

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4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다. 

주변화 

1 
나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그

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2 
때때로 나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

다. 

3 
때때로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고 생각한다. 

4 
때로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그들을 믿

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5 
나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나를 싫어한

다고 생각한다. 

 

 

 

 

 

 

 

 

 



50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수집 

 

양적 조사를 위해 서울대학교 중국 유학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한국에 

건주하는 20~30대 중국 여성 유학생이었고,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

년 3월 11일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총 32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하고 최종 300명(샤오홍슈 응답자 150명, 인스타그램 응답자 150

명)의 응답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문제를 검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 2, 3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고, 연구문제 4, 5 의 조절결과 검정을 위해

PROCESS MACRO v3.3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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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3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모든 설

문 응답자는 여성이었고, 20-24세가 167명(55.7%)으로 전체 표본 중 다

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미혼자가 277명(92.3%), 기혼자가 

21명(7.0%)으로 대부분의 피험자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진

행 학업 과정을 살펴본 결과, 석사가 134명(44.7%)으로 제일 많고, 그 다

음으로 학사가 116명(38.7%), 박사가 29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아가 전공에 따른 분류에서는 인문계열 85명(28.3%), 예체능계열 54명

(18.0%), 경영계열 47명(15.7%)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의 경우에

는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수가 80명(26.7%)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75명(25.0%),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60명(20.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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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300 100.0 

합계 300 100.0 

채널 
인스타그램 150 50.0 

샤오홍슈 150 50.0 

합계 300 100.0 

연령 

20-24세 167 55.7 

25-30세 114 38.0 

31-35세 16 5.3 

35-39세 3 1.0 

합계 300 100.0 

결혼여부 

미혼 277 92.3 

기혼 21 7.0 

기타 2 0.7 

합계 300 100.0 

한국에서 

진행중인 

학업과정 

언어학습 18 6.0 

학사 116 38.7 

석사 134 44.7 

박사 29 9.7 

기타 3 1.0 

합계 300 100.0 

전공 

인문 85 28.3 

사회 44 14.7 

자연 18 6.0 

경영 47 15.7 

법과 6 2.0 

공과 20 6.7 

예체능 54 18.0 

기타 8 2.7 

합계 282 94.0 

한국에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27 9.0 

6개월 이상-1년 미만 25 8.3 

1년 이상-2년 미만 75 25.0 

2년 이상-3년 미만 60 20.0 

3년 이상-5년 미만 80 26.7 

5년 이상-10년 미만 27 9.0 

10년 이상 6 2.0 

합계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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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설문 응답자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한국어능

력시험(TOPIK) 6급을 취득한 중국인 유학생 응답자는 116명(38.7%)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5급이 70명(23.3%), 4급

이 63명(21.0%)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듣기 

5.42, 읽기 5.27, 말하기 4.92, 쓰기 4.44, 총점 4.89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 중 듣기와 읽기는 다른 항목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

었다.  

 

<표 4-2>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특성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Topik 등급 

1급 4 1.3 

2급 2 0.7 

3급 18 6.0 

4급 63 21.0 

5급 70 23.3 

6급 116 38.7 

시험 본적 없음 27 9.0 

합계 300 100.0 

항목 세부범주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능력 

듣기 1 7 5.42 1.39 

읽기 1 7 5.27 1.40 

쓰기 1 7 4.44 1.45 

말하기 1 7 4.92 1.52 

총점 1 7 4.89 1.29 

 

이어서 다문화 수용 특성 또한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다문화 수용 평가 측정의 경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특성의 평균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평균의 최댓값을 비교

하여 응답자의 다문화 수용 전략을 판단하였다. 분리 특성이라고 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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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3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통합이 127명(42.3%), 

주변화가 34명(11.3%), 동화가 6명(2.0%)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의 다문화 수용 특성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다문화 수용 

통합 127 42.3 

동화 6 2.0 

분리 133 44.3 

주변화 34 11.3 

합계 300 100.0 

 

분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응답자들의 평소 소

셜 미디어 (샤오홍슈/인스타그램) 사용 습관을 함께 조사하여,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추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사용 기간에 대한 질

문에 1년이상에서 3년미만이라고 응답한 자가 110명(36.7%)으로 나타났

으며,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는 83명(27.7%)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사

용 빈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10회 이상이 122명(40.7%)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2회 이상에서 5회미만이 88명(29.3%), 6회 이상에서 10

회미만이 59명(19.7%)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소셜 미디어 주간 사용 빈

도가 대체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소셜 미디어 평

균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1시간 미만이 176명(58.7%), 1시간 이상 2

시간미만이 93명(31.0%), 3시간 이상 4시간미만이 25명(8.3%)순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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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응답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습관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사용 기간 

1년 미만 83 27.7 

1년 이상-3년 미만 110 36.7 

3년 이상-5년 미만 66 22.0 

5년 이상 41 13.7 

합계 300 100.0 

사용 빈도 

주 1회 이하 31 10.3 

주 2회이상 5회미만 88 29.3 

주 6회이상 10회미만 59 19.7 

주 10회 이상 122 40.7 

합계 300 100.0 

하루 평균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176 58.7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93 31.0 

3시간 이상 4시간미만 25 8.3 

5시간 이상 6 2.0 

합계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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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 미디어 사용 집단간 동질성 분석 

 

설문 설계 과정에서 다문화 연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은 차이가 

없으며, 한국에서 진행중인 학업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인스타그램을 선택

한 응답자 중 석사과정 75명(50.0%), 샤오홍슈는 학사과정 61명(40.7%)

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두 집단 간의 전공을 비교한 결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인문계열 44명

(29.3%), 예체능계열 35명(23.3%), 경영계열 23명(15.3%)순으로 나타났

고, 샤오홍슈는 인문과학계열 41명(27.3%), 사회과학계열 24명(16.0%), 

경영계열 24명(16.0%)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인스타그램과 샤오홍슈 응답자의 결혼 여부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미혼 비중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 집단의 응

답자 중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수가 41명(27.3%), 1년 이

상에서 2년 미만과 2년 이상에서 3년미만이 같은 33명(22.0%)으로 나타

났다. 반면, 샤오홍슈는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42명(28.0%), 3년 이상

에서 5년 미만이 39명(26.0%), 2년 이상에서 3년미만이 27명(18.0%)으

로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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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N=150) 

샤오홍슈 

(N=150) 
X2 

(df)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50 100.0 150 100.0 — 

연령 

20-24세 82 54.7 85 56.7 

.953 

(3) 

25-30세 60 40.0 54 36.0 

31-35세 7 4.7 9 6.0 

35-39세 1 0.7 2 1.3 

결혼

여부 

미혼 140 93.3 137 91.3 
2.08 

(2) 
기혼 10 6.7 11 7.3 

기타 0 0.0 2 1.3 

한국

에서  

진행 

학업 

과정 

언어학습 4 2.7 14 9.3 

11.087 

(4)* 

학사 55 36.7 61 40.7 

석사 75 50.0 59 39.3 

박사 16 10.7 13 8.7 

기타 0 0.0 3 2.0 

전공 

인문 44 29.3 41 27.3 

16.254 

(8)* 

사회 20 13.3 24 16.0 

자연 6 4.0 12 8.0 

경영 23 15.3 24 16.0 

법과 4 2.7 2 1.3 

공과 8 5.3 12 8.0 

예체능 35 23.3 19 12.7 

기타 6 4.0 2 1.3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미만 13 8.7 14 9.3 

4.582 

(6)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6.7 15 10.0 

1년 이상- 

2년 미만 
33 22.0 42 28.0 

2년 이상- 

3년 미만 
33 22.0 27 18.0 

3년 이상- 

5년 미만 
41 27.3 39 26.0 

5년 이상- 

10년 미만 
17 11.3 10 6.7 

10년 이상 3 2.0 3 2.0 

Note: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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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특성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6>과 같

다. 인스타그램 응답자의 TOPIK 등급은 6급(45.3%)과 5급(26.7%)이 비

교적 많은 반면, 초급(1,2급) (0.7%)에 대한 수가 비교적 적었으나, 샤오홍

슈 응답자 집단은 6급(32.0%)과 4급(24.7%)이 비교적 많고 초급(3.4%)

과 시험을 응시한적 없는 응답자(11.3%)가 인스타그램 응답자보다 많았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결과는 인스타그램 응답자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와 총점의 평균 점수 모두 샤오홍슈 응답자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샤오홍슈 응답자에 비하여 인스타그램 응답자의 한국어 능

력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6> 한국어 능력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N=150) 

샤오홍슈 

(N=150) 
X2 

(df)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TOPIK 

등급 

1급 0 0.0 4 2.7 

16.168 

(6)* 

2급 1 0.7 1 0.7 

3급 5 3.3 13 8.7 

4급 26 17.6 37 24.7 

5급 40 26.7 30 20.0 

6급 68 45.3 48 32.0 

시험 본적 없음 10 6.7 17 11.3 

한국어 능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p-value) 

듣기 5.67 1.29 5.18 1.44 -3.08** 

읽기 5.43 1.34 5.11 1.45 -1.95 

쓰기 4.53 1.46 4.35 1.44 -1.03 

말하기 5.11 1.50 4.74 1.52 -2.10* 

총점 5.18 1.21 4.85 1.30 -2.31* 

Note: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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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 차이 결과는 <표 4-7>와 같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통합을 

선택한 응답자가 81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리가 52명(34.7%), 

주변화가 14명(9.3%), 동화가 3명(2.0%)으로 나타났다. 반면, 샤오홍슈의 

경우, 분리를 선택한 응답자가 81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합이 

46명(30.7%), 주변화가 20명(13.3%), 동화가 3명(2.0%)순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 채널에 따라 다문화 수용 특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X2(df=3)=17.028,p<.001).  

 

<표 4-7> 다문화 수용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N=150) 

샤오홍슈 

(N=150) 
X2 

(df)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다문화 

수용 

통합 81 54.0 46 30.7 

17.028 

(3)*** 

동화 3 2.0 3 2.0 

분리 52 34.7 81 54.0 

주변화 14 9.3 20 13.3 

Note: ***: p<.001 

 

응답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기간은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용 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53명)로 가장 많았던 반면, 샤오홍슈의 

경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사용한 응답자가 64.7%(97명)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에 10회 이상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비율이 총 52.7%를 

차지하였고, 샤오홍슈는 일주일에 2회 이상에서 5회 미만 사용한다는 비율

이 38.7%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

램에 비해 샤오홍슈의 사용기간이 전반적으로 더욱 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용빈도는 샤오홍슈에 비하여 인스타그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하루 평균 사용 시간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그 결과는 <표 4-8>

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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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소셜 미디어 사용 습관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N=150) 

샤오홍슈 

(N=150) 
X2 

(df)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용  

기간 

1년 미만 53 35.3 30 20.0 

107.59*** 

(3) 

1년 이상 

3년 미만 
13 8.7 97 64.7 

3년 이상 

5년 미만 
48 32.0 18 12.0 

5년 이상 36 24.0 5 3.3 

일주

일 

사용  

빈도 

1회 이하 7 4.7 24 16.0 

30.23*** 

(3) 

2회이상 

5회미만 
30 20.0 58 38.7 

6회이상 

10회미만 
34 22.7 25 16.7 

10회 이상 79 52.7 43 28.7 

하루  

평균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91 60.7 85 56.7 

5.25 

(3) 

1시간이상 

2시간미만 
39 26.0 54 36.0 

3시간이상 

4시간미만 
16 10.7 9 6.0 

5시간 이상 4 2.7 2 1.3 

Note: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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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먼저, 같은 변수를 측정한 척도가 내적 일관성을 가졌는지에 대

하여 신뢰도 계수를 분석함으로써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에서 Varimax 회전을 이용

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공통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후 요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 UGC 정보품질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UGC 정보품질에 대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유희성 4문항, 유용

성 4문항, 정확성 3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1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자

세한 결과는 다음 <표 4-9>과 같다. 먼저 KMO의 표본적합도 검정결과 

KMO 값이 .911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 

x²=2744.546(p<.001)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공통성 검정한 결과에서 역시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

족하였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을 통한 주성분 분

석 결과, UGC 정보품질 속성은 고유치 1 이상인 3개 요인으로 나타나 유희

성, 유용성, 정확성으로 추출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63~ .896

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11개의 문항이 총 분산의 81.150%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72~ .930의 값은 보여 

신뢰도 또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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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UGC 정보품질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회전 전) 

분산(%) 

(누적) 
신뢰도 

유희성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흥

미로운 내용이 많다. 
.896 

3.422 

(6.751) 

31.113 

(31.113) 
.930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재

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850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를 보

면 기분이 좋아진다. 
.825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재

미있다. 
.789 

유용성 

소셜 미디어는 해당 상품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853 

3.183 

(1.323) 

28.934 

(60.048) 
.902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나

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

다. 

.810 

소셜 미디어는 이용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750 

소셜 미디어는 정보획득에 

도움을 준다. 
.751 

정확성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진

실성이 높다. 
.874 

2.321 

(.853) 

21.102 

(81.150) 
.872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완

전하다. 
.770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정

확하다. 
.663 

KMO=.911, Bartlett’s test Chi-sq=2744.546(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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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GC 이용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UGC 이용태도는 Moon & Kim(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다. 먼저 KMO의 표본적

합도 검정결과 KMO값이 .852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결

과 x²=943.065(p<.001)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

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통성 등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

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하였고 이어서 요인 분석하였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실행 결과, 고유치가 3.287로 나타났고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891~ .920의 값을 보였다. UGC 이

용태도의 4문항은 총 분산의 82.1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값은 .928로 나타났다. 

 

<표 4-10> UGC 이용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회전 전) 

분산(%) 

(누적) 
신뢰도 

UGC

이용 

태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긍정적인)

경험이다. 

.920 

3.287 

(3.287) 

82.187 

(82.187) 
.928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한/현명한) 경

험이다. 

.916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쾌한/즐거운)경험

이다. 

.899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좋은) 경험이

다. 

.891 

KMO=.852, Bartlett's test Chi-sq=943.065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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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매장 방문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패션 매장 방문의도는 조은희(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2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먼저 KMO의 

표본적합도 검정결과 KMO 값이 .500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 x²=65.393(p<.001)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관관계가 충분하고, 공통성 등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을 통한 주성

분 분석 결과, 고유치가 1.444인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요인부하

량 값은 .815이상으로 보였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은 .828로나타

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표 4-11> 패션 매장 방문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회전 전) 

분산(%) 

(누적) 
신뢰도 

패션 

매장 

방문 

의도 

나는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에 나온 패션 매장에 방문

하고 싶다. 

.850 

1.444 

(1.444) 

72.211 

(72.211) 
.828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는 나

의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850 

KMO=.500, Bartlett’s test Chi-sq=65.393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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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공유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정보 공유의도에 대한 문항은 조은희(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4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먼저 KMO

의 표본적합도 검정결과 KMO 값이 .777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단위행

렬 검정 결과 x²=347.135(p<.001)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

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공통성 등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는 1이상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 부하

량은 .720~ .833의 값을 나타났었다. 정보 공유의도를 구성하는 최종 4개

의 문항은 총 분산의 61.6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인하

였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은 .790으로 나타나 정보 공유의도 

변수의 신뢰성 확인하였다. 

 

<표 4-12> 정보 공유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화전 전) 

분산(%) 

(누적) 
신뢰도 

정보

공유 

의도 

나는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를 나의 개인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공유할 것이다. 

.833 

2.467 

(2.467) 

61.681 

(61.681) 
.790 

나는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에 "좋아요"를 종종 클릭한

다. 

.811 

나는 친구에게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공유할 것이다. 
.773 

나는 다른 형태의 소셜 미디

어(WeChat, Weibo등)에 소

셜 미디어의 콘텐츠를 공유

할 것이다. 

.720 

KMO=.777, Bartlett’s test Chi-sq=347.135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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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조절 변수로 다문화 수용에 대한 신뢰도 검정과 타당도 검정

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수용에 대한 문항은 Declan T. Barry(2001)의 연구

를 참고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KMO의 표본적합도 검

정결과 KMO 값이 .846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 

x²=3409.560(p<.001)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공통성 등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동화, 주변화, 통합, 분리 4가지 요인 모두 고유치가 1보

다 컸으며, 요인 부하량 역시 .705 ~ .878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살펴본 결과, 동화(.901), 주변

화(.884), 분리(.855), 통합(.849), 모두 높은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수용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는 <표 

4-13>와 같다. 

 

<표 4-13> 다문화 수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회전 전) 

분산(%) 

(누적) 
신뢰도 

동화 

나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

다. 

.878 

3.575 

(5.277) 

19.860 

(19.860) 
.901 

나는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더 잘 지낸다. 
.868 

나는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소셜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835 

나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쓴다. 
.721 

나의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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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 

때때로 나는 아무도 나를 이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70 

3.471 

(3.575) 

19.285 

(39.145) 
.884 

때로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

든 그들을 믿기 어렵다고 생

각한다. 

.850 

나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824 

때때로 나는 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다. 
.823 

나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754 

분리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과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더 좋

아한다. 

.861 

2.980 

(2.686) 

16.554 

(55.699) 
.855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나를 더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811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다. 
.827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중국

인이다. 
.731 

통합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농

담을 할 수 있다. 
.873 

2.872 

（1.360） 

15.957 

(71.656） 
.849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다. 
.867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

가 모두 있다. 
.758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 
.705 

KMO=.846, Bartlett’s test Chi-sq=3409.560(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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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기술 통계 

 

분 절에서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파

악하여 자료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SPSS 24.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UGC 정보품질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유희성 5.11, 정확성 4.50, 유용

성 4.9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편차는 유희성 1.18, 정확성 1.23, 

유용성 1.25로 나타났다. 이용태도, 방문의도와 공유의도의 평균값은 각각 

5.34, 4.78, 4.24로, 표준편차는 이용태도가 1.15, 방문의도가 1.35, 공유의

도가 1.44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수용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통합 4.80, 동

화 2.72, 분리 5.13, 주변화 3.12로 나타났다. 통합과 분리는 동화, 주변화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표 4-14>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유희성 1.00 7.00 5.11 1.18 

정확성 1.00 7.00 4.50 1.23 

유용성 1.00 7.00 4.90 1.25 

이용태도 1.00 7.00 5.34 1.15 

방문의도 1.00 7.00 4.78 1.35 

공유의도 1.00 7.00 4.24 1.44 

다문화  

수용 

통합 1.50 7.00 4.80 1.39 

동화 1.00 7.00 2.7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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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1.00 7.00 5.13 1.40 

주변화 1.00 7.00 3.12 1.46 

Note: 7점 리커트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기준(N전체=300) 

 

2. 채널별 변수 간 차이 분석 

 

채널별(인스타그램 vs 샤오홍슈) UGC 정보품질, 이용태도, 방문의도, 공

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표 4-15>에서 보여지는 독립 표본 

t－test 결과, UGC 정보품질 중 유용성에서는 두 채널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비하여 샤오홍슈의 유용성 지각이 

더욱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t=5.70, p<.001). 반면 공유의도(t=-3.566 

p<.001)의 경우, 샤오홍슈에 비해 인스타그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유희성, 정확성, UGC 이용태도, 방문의도에서는 두 채널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표 4-15> 채널 간 독립 표본 t－test 분석 결과 

변수 유희성 정확성 유용성 이용태도 방문의도 공유의도 

인

스

타

그

램 

최솟값 2.25 1.00 1.00 1.25 1.00 1.00 

최댓값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5.21 4.44 4.51 5.31 4.64 4.54 

표준 

편차 
1.09 1.26 1.25 1.04 1.31 1.36 

샤

오

홍

슈 

최솟값 1.00 1.00 1.75 1.00 1.00 1.00 

최댓값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5.02 4.56 5.29 5.34 4.93 3.95 

표준 

편차 
1.27 1.21 1.14 1.27 1.38 1.46 

t 

(p－value) 

-1.354 

n. s 

.828 

n. s 

5.70 

*** 

.225 

n. s 

1.834 

n. s 

-3.566 

*** 

Note: ***: p<.001(NINS=150, N샤오홍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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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별 다문화 수용 특성 차이 분석 

 

요인 분석으로 구성한 다문화 수용이 채널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

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4-16> 참고). 분석 결과, 주변화

를 제외한 3가지 특성(통합, 동화, 분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홍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 비해 분리 

(t=-1.173 p< .05)경향이 유의하게 더 높았고, 통합(t=3.714 p< .001), 동

화(t=2.613 p< .01) 경향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표4-16> 채널별 다문화 수용 특성 독립 표본 t－test 분석 결과 

변수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샤오홍슈 

최솟값 1.50 1.00 1.00 1.25 

최댓값 7.00 7.00 7.00 7.00 

평균 4.52 2.52 5.23 3.06 

표준 편차 1.41 1.33 1.53 1.50 

인스타그램 

최솟값 1.50 1.00 1.00 1.00 

최댓값 7.00 7.00 7.00 7.00 

평균 5.10 2.93 5.02 3.18 

표준 편차 1.31 1.36 1.19 1.42 

t 

(p－value) 

3.714 

*** 

2.613 

** 

-1.173 

* 

0.727 

n. s 

Note: *: p<.05, **: p<.01, ***: p<.001(NINS=150, N샤오홍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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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문제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네 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문제 1, UGC 이용태도가 패

션 매장 방문의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문제 2, UGC 이용

태도가 정보 공유의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제 3을 검증하였

다. 이어서 외국거주 중국인들의 UGC 정보품질 지각이 UGC 이용태도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채널별 차이에 관해 

검정하고자 한 연구문제 4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v3.3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의 경우, 조절회귀 분석을 통해 다문화 수용 

정도에 따라 한국거주 중국인들의 UGC 정보품질 지각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서는 연구문제 1 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내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24.0

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1: UGC 정보품질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UGC 정보품질의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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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종속변수는 UGC 이용태도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입력법

(enter)을 사용하였다. 

 

1) 전체 응답자의 UGC 이용태도 지각에 대한 UGC 정보품질 (정확성, 유용

성, 유희성)의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확성은 UGC 이용태도 지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이 있었으며(β=.311, p=.000), 유용성 또한 UGC 이용태도 지각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94, p=.000). 하지만 유용성은 UGC 

이용태도 지각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58, p=.402). 따라서 UGC 정보품질의 유희성과 정확성이 높을수록 

UGC 이용태도 지각을 높게 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1-1와 가설1-3가 지

지되었고 가설1-2가 기각되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UGC 이용태도 

b 𝜷 t p 
R2 

(Adj. R2) F 

정확성 .292 .311 4.469 .000 
.347 

(.340) 

52.380 

*** 
유용성 .053 .058 .840 .402 

유희성 .287 .294 4.652 .000 

Note: ***: p<.001(N전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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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별 UGC 이용태도 지각에 대한 UGC 정보품질 (정확성, 유용성, 유희

성)의 효과 

 

인스타그램 응답자의 경우 UGC 정보품질의 유희성(β=.395, p=.000)과 

정확성(β=.237, p=.022)이 UGC 이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샤오홍슈의 경우 정확성(β=.390, p=.000)만이 유일하게 UGC 이

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채널별) 

 종속변수: UGC 이용태도 

b 𝜷 t p 
R2 

(Adj. R2) F 

인스타그램 

정확성 .196 .237 2.318 .022 
.340 

(.326) 

25.073 

*** 
유용성 .017 .020 .191 .849 

유희성 .375 .395 4.435 .000 

샤오홍슈 

정확성 .409 .390 4.030 .000 
.374 

(.361) 

29.073 

*** 
유용성 .140 .117 1.198 .223 

유희성 .159 .160 1.581 .116 

Note: ***: p<.001(NINS=150, N샤오홍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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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관한 지각된 UGC 이용태도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

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문제 1과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연구문제 2: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분 분석에서는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UGC 이용

태도로, 종속변수는 패션 매장 방문의도로 설정하여 검정하였고, 분석방법

으로는 입력법(enter)을 사용하였다. 

 

1) 전체 응답자의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대한 지각된 UGC 이용태도의 효과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UGC 이용태도는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𝛽=.387, p=.000). 따라서 

UGC 이용태도가 높아질수록 패션 매장 방문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

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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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패션 매장 방문의도 

b 𝛃 t p 
R2 

(Adj. R2) 
F 

이용태도 .326 .387 7.241 .000 
.150 

(.147) 

52.434 

*** 

Note: ***: p<.001(N전체=300) 

 

2) 채널별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대한 UGC 이용태도의 효과 

  

인스타그램 맥락에서 UGC 이용태도는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대하여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2, p=.000). 

샤오홍슈 역시 마찬가지로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𝛽=.432, p=.000), 분석결과는 <표 4-20>

과 같다. 따라서 두 채널 모두에서 UGC 이용태도는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20>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채널별) 

 종속변수: 패션 매장 방문의도 

b 𝜷 t p 
R2 

(Adj. R2) F 

인스타그램 
이용

태도 
.256 .332 4.289 .000 

.111 

(.105) 

18.395 

*** 

샤오홍슈 
이용

태도 
.390 .432 5.819 .000 

.186 

(.181) 

33.865 

*** 

Note: ***: p<.001(NINS=150, N샤오홍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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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 공유의도에 대한 UGC 이용태도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문제 3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문제 3: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지 영향을 알아본다. 

 

분 분석에서는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UGC 이용태도, 

종속변수는 정보 공유의도로 설정하여 검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입력법

(enter)을 사용하였다. 

 

1) 전체 응답자의 정보 공유의도에 대한 UGC 이용태도의 효과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UGC 이용태도는 정보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1, p=.000). 따라서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

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21>와 같다. 

 

<표 4-21>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정보 공유의도 

b 𝜷 t p 
R2 

(Adj. R2) F 

이용태도 .462 .371 6.890 .000 
.137 

(.135) 

47.473 

*** 

Note: ***: p<.001(N전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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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별 정보 공유의도에 대한 UGC 이용태도의 효과 

 

인스타그램 맥락에서 UGC 이용태도는 정보 공유의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β=.478, p=.000), 샤오홍슈 역시 정보 공유

의도에 대하여 UGC 이용태도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𝛽=.478, p=.000).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2>와 같다.  

 

<표 4-22>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채널별) 

 종속변수: 정보 공유의도 

b 𝜷 t p 
R2 

(Adj. R2) F 

인스타그램 
이용

태도 
.628 .478 6.614 .000 

.228 

(.223) 

43.745 

*** 

샤오홍슈 
이용

태도 
.357 .309 3.953 .000 

.096 

(.089) 

15.626 

*** 

Note: ***: p<.001(NINS=150, N샤오홍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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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가설 검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4-23>와 같다. 

 

<표 4-23> 가설 검정 결과 정리 

 
가 설 경    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 과 

전체 

1-1 정확성→이용태도 .311 4.469*** 채택 

1-2 유용성→이용태도 .058 .840 기각 

1-3 유희성→이용태도 .294 4.652*** 채택 

2 이용태도→방문의도 .387 6.921*** 채택 

3 이용태도→공유의도 .371 6.890*** 채택 

인스타그램 

1-1 정확성→이용태도 .237 2.318* 채택 

1-2 유용성→이용태도 .020 .191 기각 

1-3 유희성→이용태도 .395 4.435*** 채택 

2 이용태도→방문의도 .332 4.289*** 채택 

3 이용태도→공유의도 .478 6.614*** 채택 

샤오홍슈 

1-1 정확성→이용태도 .390 4.030*** 채택 

1-2 유용성→이용태도 .117 1.198 기각 

1-3 유희성→이용태도 .160 1.581 기각 

2 이용태도→방문의도 .432 5.819*** 채택 

3 이용태도→공유의도 .309 3.953*** 채택 

Note: *: p<.05, ***: p<.001(N전체=300, NINS=150, N샤오홍슈=150)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 중에 UGC 정보품질의 

정확성과 유희성은 UGC 이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용성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응답자의 경우, 정확성과 유희성은 

이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유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샤오홍슈 응답자의 경우, 정확성만이 이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두 채널 모두에서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와 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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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 <그림 4-

2>, <그림 4-3>은 지금까지 검정한 가설1, 가설2, 가설3의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4-1> 연구 문제 1, 2, 3에 대한 검정 결과(전체) 

 

<그림 4-2> 연구 문제 1, 2, 3에 대한 검정 결과(인스타그램) 

 

<그림 4-3> 연구 문제 1, 2, 3에 대한 검정 결과(샤오홍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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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별의 조절효과 분석 

 

분 분석에서는 연구 문제 4의 검정을 위해 UGC 정보품질 지각과 UGC 

이용태도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대하여 각 채널이 어떠한 형

태로 이 둘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v3.3의 model 1을 이용하

였다. 부트스트랩 사용시 반복 횟수는 5000번으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 하였으며,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의 

유의성검정은 상한과 하한의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유

의 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연구문제 4: 외국 거주 중국인들의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영향

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플랫폼 

채널(샤오홍슈 vs 인스타그램)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1) SPSS PROCESS MACRO model 1 연구 방법 

 

<그림 4-4> PROCESS MACRO의 model 1 개념모형 

출처: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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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한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림 4-4>에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 변수, W는 조절 변수를 나타

낸다. 이를 본 연구에 접목할 경우, 첫 번째 조절효과 분석은 UGC 정보품

질(X)이 UGC 이용태도(Y)에 미치는 효과에서 채널(W)의 조절효과를 확

인하는 것이고, 둘 번째 조절효과 분석은 UGC 이용태도(X)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와 정보 공유의도(Y)에 미치는 영향을 채널(W)이 어떻게 조절하

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채널의 조절효과 

 

본 분석에서는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채널을 조절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UGC 정보품질과 UGC 이용태도 간 채

널의 조절효과 분석의 결과는 <표 4-24>, 유용성과 UGC 이용태도 간 채

널의 조절효과 결과는 <표 4-25>, 유희성과 UGC 이용태도 간 채널의 조

절효과 결과는 <표 4-26>과 같다. 

 

<표 4-24> 정확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UGC 이용태도 

𝛃 𝐬𝐞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독립변수 정확성 .6135 .0661 8.8295 .4835 .7436 

조절변수 채널 .9930 .4270 2.3255 .1527 1.8334 

상호작용 정확성*채널 -.2142 .0916 -2.3398 -.39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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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0130 

F 5.4749* 

Note: *: p<.05 

 

 

<그림 4-5>정확성과 이용태도의 관계에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이용태도 / 독립변수: 정확성 / 조절변수: 채널별(샤오홍슈/인스타그램) 

 

조절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확성과 UGC 이용태도의 관계에 대한 채

널에 따른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42, p=.020).  

<그림 4-5>는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채널별 조절효과

에 대한 도표이다. 그래프의 Y축은 이용태도, x축은 정확성 기준(정확성 평

균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고집단)과 늦은 집단(저집단))을 나타내며, 점

선은 인스타그램 집단, 실선은 샤오홍슈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여지

듯이 정확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인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욱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 정확성은 인스타그램

보다 샤오홍슈에서 UGC 이용태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가설4-1a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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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유용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UGC 이용태도 

𝜷 𝒔𝒆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독립변수 유용성 .5719 .0728 7.8520 .4285 .7152 

조절변수 채널 1.3357 .5020 2.6609 .3478 2.3236 

상호작용 유용성*채널 -.2033 .0986 -2.0613 -.3974 -.0092 

△R2 .0109 

F 4.2488* 

Note: *: p<.05 

 

 

<그림 4-6> 유용성과 이용태도의 관계에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이용태도 / 독립변수: 유용성 / 조절변수: 채널별(샤오홍슈/인스타그램) 

 

유용성 역시 정확성과 마찬가지로 UGC 이용태도의 관계에 대한 채널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033, p=.0402). <그림 4-6>는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채널별 조절효과에 대한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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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Y축은 이용태도, X축은 유용성 수준(유용성 평균치를 기준으로 높

은 집단(고집단)과 늦은 집단(저집단))을 나타내며, 점선은 인스타그램 집

단, 실선은 샤오홍슈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을 보면, UGC 정보품질 유용성

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샤오홍슈가 인스타그램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UGC 이용태도에 대한 정보품질 유용성의 효과

가 인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4-1b는 지지되었다.  

 

<표 4-26> 유희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UGC 이용태도 

𝜷 𝒔𝒆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독립변수 유희성 .5095 .0637 7.9960 .3841 .6349 

조절변수 채널 -.1807 .5146 -.3512 -1.1935 .8320 

상호작용 유희성*채널 -.0108 .0978 .1109 -.1817 .2034 

△R2 .0000 

F .0123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유희성과 UGC 이용태도의 관계에 대

한 채널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β=-.0108, p=.9118). 따라서 가

설4-1c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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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 및 패션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별의 조절효과 

 

본 분석에서는 연구문제 4인 채널별에 따라 UGC 이용태도 지각이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채널을 조절변수로 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UGC 이용태도와 패션 매장 방문의도 간 채널의 조절

효과 분석의 결과는 <표 4-27>과 같으며, UGC 이용태도와 정보 공유의도 

간 채널의 조절효과 결과는 <표 4-28>과 같다.   

 

<표 4-27> 이용태도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패션 매장 방문의도 

𝜷 𝒔𝒆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독립변수 이용태도 .4545 .0649 7.0037 .3268 .5822 

조절변수 채널 -.0997 .1467 -.6797 -.3884 .1890 

상호작용 이용태도*채널 -.0449 .1298 -.4359 -.3003 .2105 

△R2 .0003 

F .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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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이용태도가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정보 공유의도 

𝜷 𝒔𝒆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독립변수 이용태도 .4924 .665 7.4080 .3616 .6232 

조절변수 채널 .5964 .1502 3.9697 .3007 .8921 

상호작용 이용태도*채널 .2718 .1329 2.0443 .0101 .5334 

△R2 .0114 

F 4.1790* 

Note: *: p<.05 

 

 

<그림 4-7> 이용태도와 정보 공유의도의 관계에서 채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공유의도 / 독립변수: 이용태도 / 조절변수: 채널별(샤오홍슈/인스타그램) 

 

UGC 이용태도와 정보 공유의도의 관계에서 채널에 따라 유의한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18,p=.0418). <그림 4-7>는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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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채널별 조절효과에 대한 도표이다. 그래프의 

Y축은 공유의도, x축은 이용태도 수준(이용태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다 높

은 집단(고집단)과 늦은 집단(저집단))을 나타내며, 점선은 인스타그램 집

단, 실선은 샤오홍슈 집단을 의미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샤오홍슈에 비해 

UGC 이용태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유의도를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샤오홍슈보다 더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따라

서 가설4-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UGC 이용태도와 패션 매장 방문의도의 관계에서는 채널별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β=-.0449,p=.7297). 따라서 가설4-3을 기각되

었다. 

 

조절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채널별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요약표는 <

표 4-29>와 같다. 

 

<표 4-29> 채널별의 조절효과 검증 정리 

가 설 종속변수 상호작용변수 분석 결과 결 과 

4-1a 

UGC 이용태도 

정확성*채널별 β=-.2142,p=.020 채택 

4-1b 유용성*채널별 β=-.2033,p=.0402 채택 

4-1c 유희성*채널별 β=-.0108,p=.9118 기각 

4-2 공유의도 이용태도*채널별 β=.2718,p= .041 채택 

4-3 방문의도 이용태도*채널별 β=-.0449,p=.729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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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 수용의 조절효과 

 

분 분석에서는 연구 문제 5와 관련하여 다문화 수용 정도에 따른 UGC 

정보품질 지각이 UGC 이용태도와 UGC 이용태도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어떠한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

해 회귀분석과 더불어 SPSS PROCESS MACRO v3.3을 활용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였고, Model 

1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부트스트랩 검정 시 반복 횟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하였으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

화(Mean-centering)하였다. 또한 분석에 앞서 조절변수 집단에 따른 차이 

검정의 용이성을 위해 조절변수는 평균을 기준으로 고집단(1)과 저집단(0)

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연구문제 5: 외국 중국인들의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영향과 이

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합, 주변화, 동화)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1) 다문화 수용 정도: 분리 

 

연구문제 5의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다

문화 수용 분리 특성을 조절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여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지각이 UGC 이용태도에 영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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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UGC 정보품질이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및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리의 조절효과 

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정확성*분리→이용태도 .0004 .1540 .6950 

유용성*분리→이용태도 .0000 .0002 .9892 

유희성*분리→이용태도 .0046 1.8831 .1710 

이용태도*분리→방문의도 .0007 .2368 .6269 

이용태도*분리→공유의도 .0005 .1670 .6831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와 <표 4-30>에 따르면, UGC 정보품질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과 UGC 이용태도의 관계 및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방문의도

의 관계에 대한 다문화 수용 분리 특성 조절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R2
정확성=.0004, p정확성=.6950, △R2

유용성=.0000, p유용성=.9892, △R2
유희성

=.0046,p유희성=.1710,△R2
방문의도=.0007, p방문의도=.6269, △R2

공유의도=.0005, 

p공유의도=.6831).  

 

2) 다문화 수용 정도: 통합 

 

마찬가지로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를 

이용하여 통합 특성이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지각이 UGC 

이용태도와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통합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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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정확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UGC 이용태도 

𝜷 𝒔𝒆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독립변수 정확성 .5042 .0459 10.9906 .4140 .5945 

조절변수 통합 .0252 .0419 .5998 -.4140 .1077 

상호작용 정확성*통합 -.0628 .0317 -1.9843 -.1251 -.0005 

△R2 .0094 

F 3.9374* 

Note: *: p<.05 

 

<그림 4-8> 정확성과 이용태도의 관계에서 통합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이용태도 / 독립변수: 정확성 / 조절변수: 통합 고·저 집단 

 

정확성이 UGC 이용태도의 관계에 대한 통합 특성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β=-.0628, p=.0481)(<표 4-31>참조). <그림 4-8>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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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합 조절효과에 대한 도표

이다. 그래프의 Y축은 이용태도, X축은 정확성 수준(정확성 평균치를 기준

으로 보다 높은 집단(고집단)과 늦은 집단(저집단))을 나타내며, 점선은 통

합 고집단, 실선은 통합 저집단을 의미한다. 도표를 살펴보면, 정확성이 낮

을 때 낮은 통합 정도에 비해 높은 통합 정도가 UGC 이용태도를 높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확성이 높을 때 높은 통합 정도에 비해 낮은 

통합 정도가 UGC 이용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통

합 정도를 가진 사용자의 경우에 정보가 정확할수록 UGC 이용태도가 낮아

진 반면, 낮은 통합 정도를 가진 사용자의 경우에는 정보가 정확할수록 이

용태도가 더욱 높아진다. 

 

<표 4-32> UGC 정보품질(유용성, 유희성)이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및 공

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의 조절효과 

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유용성*통합→이용태도 .0001 .0308 .8607 

유희성*통합→이용태도 .0018 .7535 .3861 

이용태도*통합→방문의도 .0026 .9207 .3381 

이용태도*통합→공유의도 .0002 .0725 .7880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와 <표 4-32>에 따르면, UGC 점보품질 유용성, 

유희성과 UGC 이용태도의 관계 및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방문의도의 관계

에 대한 다문화 수용 통합 특성 조절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R2
유용성

=.0001, p유용성=.8607, △R2
유희성=.0018, p유희성=.3861, △R2

방문의도=.0026, 

p방문의도=.3381, △R2
공유의도=.0002, p공유의도=.7880).  

 



92 

3) 다문화 수용 정도: 주변화 

 

연구문제 5의 검증을 위해 먼저 SPSS PROCESS MACRO Model 1를 이용

하여 UGC 이용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변화 특

성이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와 이용태도

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

였다. 

 

<표 4-33> UGC 정보품질이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및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변화의 조절효과 

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정확성*주변화→이용태도 .0045 1.8754 .1719 

유용성*주변화→이용태도 .0009 .3557 .5513 

유희성*주변화→이용태도 .0028 1.1532 .2838 

이용태도*주변화→방문의도 .0003 .1003 .7517 

이용태도*주변화→공유의도 .0006 .1939 .6600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인 <표 4-33>을 살펴보면, UGC 정보품질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과 UGC 이용태도는 물론 방문의도 및 공유의도의 

관계에 대한 다문화 수용 주변화 특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R2
정확성=.0045,p유용성=.1719,△R2

유용성=.0009,p유용성=.5513,△R2
유

희성=.0028,p유희성=.2838,△R2
방문의도=.0003,p방문의도=.7517,△R2

공유의도=.000

6, p공유의도=.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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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수용 정도: 동화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를 이용하여 

동화 특성이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지각이 UGC 

이용태도와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통합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표 4-34> UGC 정보품질이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및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화의 조절효과 

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정확성*동화→이용태도 .0001 .0236 .8780 

유용성*동화→이용태도 .0006 .2369 .6268 

유희성*동화→이용태도 .0017 .7122 .3994 

이용태도*동화→방문의도 .0000 .0050 .9438 

이용태도*동화→공유의도 .0001 .0185 .8919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인 <표 4-34>을 살펴보면, UGC 정보품질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과 UGC 이용태도의 관계 및 이용태도와 방문의도, 

공유의도의 관계에 대한 다문화 수용 동화 특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R2
정확성=.0001,p정확성=.8780,△R2

유용성=.0006,p유용성=.6268,△R2
유

희성=.0017,p유희성=.3994,△R2
방문의도=.0000,p방문의도=.9438,△R2

공유의도=.000

1,p공유의도=.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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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웹 2.0의 탄생과 함께 패션 브랜드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디어는 사용자간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는 대표적인 콘텐츠 생산 방식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 의해 제작되는 UGC 콘텐츠에 대한사람들의 수요와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포브스는 기업들이‘UGC 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Adweek>는 UGC가 

다른 콘텐츠에 비해 제작하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Olenski, 2017; Merckel, 2017). 이처럼 UGC는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에게 까지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9년 세계 인터넷 발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발전 

수준은 세계 2위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CNNIC, 2019).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발전과 함께 소셜 플랫폼 또한 점점 더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아닌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로컬 플랫폼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로컬 플랫폼의 사용자는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로컬 

플랫폼 중에 대표적인 UGC 소셜 플랫폼인 샤오홍슈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파급력과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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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태어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온 이후로 자연스럽게 다문화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소셜 미디어는 한국 사회를 빠르게 

수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이 갖고 있던 문화와는 다른 어떤 문화를 접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들의 다문화 

수용 정도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에 대한 반응 역시 달라질 

것이라 보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UGC 정보품질 

지각이 사용자 태도/의도 간의 관계를 다문화 수용적 관점에서 이해한 

연구는 미미하다. 하물며, 중국 로컬 UGC 플랫폼과 미국 UGC 플랫폼 

간의 비교 연구 역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UGC 정보품질(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둘째,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와 정보 

공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플랫폼 채널(샤오홍슈/인스타그램)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UGC 정보품질 지각과 

UGC 이용태도, 이용태도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합, 주변화, 동화)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설립된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회상에 기반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샤오홍슈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20~30대 한국 거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으로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채널별로 150명씩 총 

300명의 응답을 본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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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GC 정보품질 속성인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 모두 UGC 이용태도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UGC 정보품질 속성인 정확성, 유희성만이 이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은 이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는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UGC 

콘텐츠 관련 내용이 충분히 정확하고 높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록 

사용자의 UGC 플랫폼 이용태도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UGC 

정보품질의 정확성과 유희성이 높을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 매체가 

될 수 있다(오창규, 2007).  

둘째, 사용자가 소셜 플랫폼을 통해 UGC 이용태도가 패션 매장 

방문의도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의 

하면, UGC 이용태도가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태도가 목적지 방문의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Jennie (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사용자들이 

UGC 이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UGC 콘텐츠 중에 소개한 패션 매장에 미래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UGC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태도는 정보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GC 플랫폼 사용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태도와 향후 행위 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는 

Fishbein (197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본 연구는 채널(샤오홍슈/인스타그램)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플랫폼 채널에 따라 UGC 정보품질 지각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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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UGC 정보품질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채널별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에 의하면 정보 정확성과 유용성이 이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인스타그램보다 샤오홍슈에서 더욱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샤오홍슈 사용자의 경우, 인스타그램 사용자보다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높을 때 UGC 이용태도는 더욱 높아진다. 또한, UGC 이용태도가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별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샤오홍슈에 비해 UGC 이용태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유의도를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샤오홍슈보다 더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들이 국가별로 

UGC 소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정보품질, 사용자 태도 및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문화 차이에 의한 사용자 

사용 특성이 달라진다는 Lin Qiu, et al., (200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넷째, UGC 정보품질이 UGC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태도가 매장 

방문의도 및 정보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 수용 정도(분리, 통

합, 주변화, 동화)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정

확성만이 UGC 이용태도의 관계에 대한 통합 특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통합 정도의 사용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아서 매장 주소 외에도 교통수단, 지도 등

을 포함하는 정확도가 높은 정보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어 능력이 좋고 한

국 사회를 잘 수용한 통합 정도가 높은 사용자들은 너무 정확한 정보는 반

대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낮은 통합 정도의 사용자의 경우 UGC 

정보 정확성 높을수록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가 높아지는 반면, 높은 통합 

정도의 사용자의 경우 UGC 정보 정확성 높을수록 UGC 플랫폼의 이용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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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하된다. 

연구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샤오홍슈와 인스타그램 사용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에서의 학업 과정을 비교해

보면,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석사과정이 더 많은 반면, 샤오홍슈 사용자 중

에는 학사과정이 더 많다. 둘째, 한국어 능력 차이를 실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 능력 시험 등급 혹은 한국어 개인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

면, 샤오홍슈 사용자에 비하여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한국어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에 따른 플랫폼 선택에 대해 

연구한 Kim & Young Yun (2001)의 언어 능숙도는 중요한 인구학적 특성

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셋째, 소셜 미디어 채널에 따라 다문화 수용 특성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통합 특성의 유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샤오홍슈의 경우, 분리 특성의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문화 수용 개념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사회를 잘 수용하고 한국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

력도 있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 모두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나라 문화 배경의 소셜 플랫폼 또한 잘 사

용할 수 있다. 반면, 샤오홍슈를 사용하는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유학 생

활 중이지만 한국 사회를 아직 많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친

구와 주로 상호작용하고, 한국인보다 중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욱 편안하다

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샤오홍슈와 같은 중국 단일한 문화 배경의 소셜 

플랫폼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넷째, 소셜 미디어 사용 습관을 비교

해본 결과, 인스타그램에 비해 샤오홍슈의 사용기간이 전반적으로 더욱 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용빈도는 샤오홍슈에 비하여 인스타그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사용한 샤

오홍슈와 같은 친숙한 로컬 플랫폼의 사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샤오홍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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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이 더욱 길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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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최근 소셜 미디어의 개발과 일상적 사용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일반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물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

하고, 나아가 다른 사용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 연구는 UGC 정보품질에 따른 UGC 이용태도 및 UGC에서 노출되는 

패션 매장에 대한 방문의도와 정보 공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플랫폼 

채널과 다문화 수용 정도에 의한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소비자 상호작용은 UGC를 통해 발생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GC는 일반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소비되는 모든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한다. 이런 새로운 콘텐츠 생성 

방식과 그 효과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 또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호텔 관리학과 혹은 관광 관리학에서 이러한 UGC에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오나, 패션과 관련된 정보품질, 사용자 태도 및 행동

의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유명한 

UGC 플랫폼인 샤오홍슈를 중심으로 패션 콘텐츠 맥락의 UGC 정보품질을 

살펴보면서 사용자에 대한 UGC 이용태도와 추후 정보공유의도 및 패션 매

장 방문의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UGC에 대한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는데 본 연구의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UGC 정보품질, 사용자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미국 

문화 배경으로 한 UGC 플랫폼(인스타그램)과 중국 문화 배경으로 한 U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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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샤오홍슈)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온라인 문화적 차

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Lin Qiu, et al.(2013)의하면 아시아 문화와 미

국 문화에는 문화적 차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문화 차이 또한 존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스타그램과 샤오홍슈의 UGC 콘텐츠는 거의 

같은 구성과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UGC에 관련된 정보품질, 사용자 태도

와 행동의도는 문화별로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온라인 문

화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셋째,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변수인 다문화 수용 지각을 소셜 미디어 사용

에 적용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UGC 소셜 미디어와 다문화 수용 지각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희소한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온라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UGC 플랫폼에 따라 다문화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 미디어 사용 상태를 통해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나 한국

문화 수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문화 

수용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 상태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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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은 기업들에게 필수적이며, 긍정적

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이는 패션 브랜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사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UGC에 대한 소비자들

의 과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UGC는 편집 소셜 미디어 콘텐츠와 통합

되어 브랜드를 위한 유리한 마케팅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마케팅 및 관련 산업에 UGC를 활용한 패션제품 

홍보 및 소비자들과 소통 목적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UGC 특성에 따라 브랜드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 소셜 미디

어를 통해 공유하는 브랜드관련 UGC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광고성 콘텐

츠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라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므로 다

른 정보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 관리자는 브랜

드 페이지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어떻게 고객들이 스스로 UGC의 주

된 역할, 특히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주지하

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은 소비자 간 상호 작용을 증진시

키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페이지에 자사 제품 혹은 브랜드에 대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브랜드 관리자

는 소셜 미디어가 더 이상 사회적 상호 작용 채널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선호 정보 채널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UGC 정보품질 속성 중 정확성, 유희성이 사용자의 UGC 이용태도

에 도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정확하고 재미 있는 콘텐츠 생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다른 소비자들

로 하여금 UGC 플랫폼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콘텐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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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행동과 콘텐츠 관련 패션 매장에 방문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UGC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셜 

미디어 소통을 다문화 배경으로 UGC 사용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일단, 예

상과 같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샤오홍슈는 중국인 유학생에게도 홍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사용자가 더 자주 사

용하는 인스타그램 또한 중국 유학생에게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샤오홍슈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도와 유용성이 높아질수

록 이용태도 또한 더 높아진다. 또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UGC 이용태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유의도를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플랫폼 사용자의 특

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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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 일단 

본 연구는 UGC 소셜 미디어(샤오홍슈/인스타그램) 플랫폼을 사용하는 한

국 내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내 중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표본 수

집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에 향후 연

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추출이 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남종훈(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소셜 미디어 이용 상황을 비교 

해봄으로써 국가나 사회 환경 등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공부하는 유학생 중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다

양한 국적의 유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

의 UG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UGC 정보품질, UGC 이용태도, 사용자 행동의도와 

같이 UGC 사용자를 일반적인 시청자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보통 

UGC 사용자의 경우 단순 소셜 미디어에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 그리고 UGC 플랫폼을 통해 콘테츠를 생산하는 제작

자로 나뉠 수 있다. 반현 & 민일철(2007)의 연구에 따르면 UGC의 제작자

와 시청자의 특성은 엄연히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자가 아닌 청자에 

초점을 두었지만 제작자와 시청자 간에 태도와 행도 의도에 있어서 분명 차

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UGC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향

후연구에서는 어떤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할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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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UGC 정보품질의 속성으로 정확성, 유용성 및 유희

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UGC 정보품질 속성에는 본 연구자가 제

안한 속성 외에도 UGC 정보품질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

한다. UGC 정보품질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관련성,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생산되는지를 의미하는 적시성 등 추가적

인 정보품질 속성이 존재한다. 비록 선행 연구 고찰과 샤오홍슈 플랫폼의 

속성을 바탕으로 정확성, 유용성, 유희성을 UGC 정보품질 속성으로 선정하

였지만 UGC 정보품질 관련된 모두 정보품질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선행 연

구를 통하여 제안한 UGC 정보품질과 함께 추가적인 UGC 정보품질 평가 

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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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한국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흔별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

로 UGC(User Generated Content) 소셜 미디어 "샤오홍슈"에 대한 여러분

의 생각을 묻는 설문지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

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유 흔 별 드림(02-880-8925 / liuxinxing@snu.ac.kr)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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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귀하께서는 다음 두 가지의 소셜 미디어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혹은 자

주 사용하십니까? 

① 샤오홍슈 ② Instagram ○3  둘다 사용하지 않음 

 ○3  ‘둘다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설문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나이) 

○1  20세 이하 ○2  20-24세 ○3 25-30세 

○4  31-35세 ○5  35-39세 ○6 40세 이상 

 ○1‘20세 이하’거나 ○6‘41세 이상’을 선택하신 응답자는 설문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은 ① 샤오홍슈 선택시, 샤오홍슈로, ② Instagram 선택시, 인스

타그램으로 자동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다음은 귀하의 소셜 미디어 사용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께서 Instagram를 사용한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3  3년 이상 5년 미만 ○4  5년 이상 

 

2. 귀하께서 Instagram를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방문하십니까? 

① 1회 이하 ② 2-5회 ○3  6-10회 ○4  10회 초과 

 

3. 귀하께서 하루 평균 Instagram를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3  3-4시간 ○4  5시간 이상 

 

4. 귀하께서 Instagram에서 가장 자주 보는 분야 3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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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예: ○4 -○1 -○2 ) 

○1패션 ○2뷰티 ○3음식 ○4여행 ○5연예 ○6독서 ○7운동 ○8음악 ○9리빙 ○10웨딩 

○11육아 ○12기타_____ 

(1) ______ (2) _____ (3) ______ 

 

IV. 다음은 Instagram의 콘텐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

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1 Instagram는 정보획득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nstagram는 해당 상품의 선택에 도움

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nstagram의 콘텐츠는 나의 목표 달성

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도

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nstagram는 이용가치가 있는 콘텐츠

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nstagram의 콘텐츠는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nstagram의 콘텐츠는 완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Instagram의 콘텐츠는 진실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Instagram의 콘텐츠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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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stagram의 콘텐츠를 보면 기분이 좋

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Instagram의 콘텐츠는 흥미로운 내용

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Instagram의 콘텐츠는 재미있는 경험

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다음은 Instagram의 이용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tagram를 사용하는 것은 ___________경험이다. 

 문 항    문 항 

1 나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좋은 

2 어리석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명은 

3 불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즐거운 

4 부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긍정작인  

 

VI. 다음은 패션 매장 방문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한국 패션 매장 방문 

경험을 떠올리며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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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Instagram의 콘텐츠에 나온 패션 

매장에 방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nstagram의 콘텐츠는 나의 패션 매장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I. 다음은 Instagram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Instagram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종종 클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Instagram의 콘텐츠를 나의 개인 

Instagram 페이지에 공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친구에게 Instagram 콘텐츠를 공

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다른 형태의 소셜 미디어

(WeChat, Weibo등)에 Instagram의 

콘텐츠를 공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II. 다음은 현재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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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농담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가 모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나를 존중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더 잘 지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나를 잘 이

해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소설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중국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과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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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나를 더 동

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때때로 나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때때로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때로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그들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나를 싫

어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X.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2. 현재 귀하께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학업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언어학습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② 학사    

③ 석사   

④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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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_________ 

 

3.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과학계열   

② 사회과학계열   

③ 자연과학계열 

④ 경영계열 

⑤ 법과계열  

⑥ 공과계열  

⑦ 예체능계열 

⑧ 기타: _________ 

 

4. 귀하의 한국 거주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이상-3년미만 

⑤ 3년이상-5년미만  

⑥ 5년이상-10년미만  

⑦ 10년이상  

 

5. 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몇 급을 받았습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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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시험 본 적 없음  

 

6. 귀하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점: 전혀 못한다, 7점: 매

우 잘한다) 

 문 항 
전혀 

못한다 
보통이다 

매우 

잘한다 

1 듣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읽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쓰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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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중국어) 

 

 

 

 

 

 

 

 

 

您好： 

首先，由衷的感谢您能在百忙之中提供协助。本人是韩国国立首尔大学的硕士研

究生。此份调查问卷主要目的是针对UGC社交平台小红书进行调研，提供数据。 

所有选项均无标准答案，请根据个人实际想法及情况认真作答即可。问卷调查内

容全部选用不记名处理，所收集的数据仅供学术研究参考，绝不用于其他目的，

并保证对答题人资料进行保密处理，请安心据实作答。您的宝贵意见将塑造出具

 有意义的学术参考，再次向您致上最诚恳的谢意！ 

敬祝 万事如意！ 

 

首尔国立大学 服装学科 服装商品学研究室 

指导教授：이유리 

研 究 生：刘鑫星 

02-880-8925 / liuxinxing@snu.ac.kr 

2019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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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您以下两种社交中更加常用的是？ 

 

① 小红书 ② Instagram ○3  两者均不使用 

若选择三号“两者均不使用”，请结束回答，谢谢。 

II. 请问您的年龄是？（中国年龄） 

○1  20岁以下 ○2  20-24岁 ○3 25-30岁 

○4  31-35岁 ○5  35-39岁 ○6 40岁以上 

 若选择一号‘20岁以下’或者 六号‘40岁以上’，请结束回答，谢谢。 

 

III. 下面是有关Instagram的使用经验，选择相符的一项即可.  

1. 您使用了多长时间的Instagram？ 

① 1年以下 ② 1年-未满3年 ○3  3年-未满5年 ○4  5年以上 

 

2. 您大概一周会使用Instagram几次？ 

① 1次以下 ② 2-5次 ○3  6-10次 ○4  10次以上 

 

3. 您大概一天使用几个小时的Instagram? 

① 不到1小时② 1-2个小时 ○3  3-4个小时 ○4  5个小时以上 

 

4. 请列出您在Instagram里经常看的三个板块  (例: ○4 -○1 -○2 ) 

○1 时尚 ○2 美妆 ○3 美食 ○4旅行 ○5 恋爱 ○6 读书 ○7 运动 ○8音乐 ○9 家具 ○10 婚礼 

○11 母婴 ○12 其他_____ 

(1) ______ (2) _____ (3)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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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以下是关于Instagram内容的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法的选项上

打勾 (√)。 (1分: 完全不同意, 7分: 完全同意) 

 题目 
完全 

不同意 

普通 
完全 

同意 

1 Instagram 给我提供了有用的信息。 ① ② ③ ④ ⑥  ⑧  ⑨  

2 Instagram 可以帮助我选择相关产品。 ① ② ③ ④ ⑤ ⑦  ⑧  

3 
Instagram 的内容可以帮我节省时间和精力

来完成自己的目标。 
① ② ③ ④ ⑤ ⑥ ⑧  

4 Instagram 可以提供有价值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nstagram 的内容是比较准确。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nstagram 的内容比较完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Instagram 的内容比较真实。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Instagram 的内容很有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Instagram 的内容让我感觉心情很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Instagram 里有很多有趣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Instagram 的内容提供了很多有趣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以下是关于Instagram的使用态度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法的选项上

打勾 (√)。 (1分: 完全不同意, 7分: 完全同意) 

 

Instagram的使用是            体验。. 

 题目    题目 

1 坏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好的 

2 愚蠢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明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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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不愉快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愉快的 

4 消极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积极的 

 

VI. 以下是关于服装店访问的相关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法的选项上打

勾 (√)。 (1分: 完全不同意, 7分: 完全同意) 

 题目 
完全 

不同意 

普通 
完全 

同意 

1 我想去 Instagram 上推荐的服装店购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nstagram 的内容对于我前往服装店访问有

影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I. 以下是关于Instagram内容分享的相关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法的

选项上打勾 (√)。 (1分: 完全不同意, 7分: 完全同意) 

 题目 
完全 

不同意 

普通 
完全 

同意 

1 我经常在 Instagram 上点赞。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我会在自己个人的 Instagram 页面中分享内

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我会对朋友分享在 Instagram 上看到的内

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我会在其他社交媒体上（例：微信，微博

等）分享 Instagram 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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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以下是关于您在韩国的留学经历的相关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

法的选项上打勾 (√)。 (1分: 完全不同意, 7分: 完全同意) 

 题目 
完全 

不同意 

普通 
完全 

同意 

1 我既能用中文又能用韩语讲笑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我可以很好的使用中文和韩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我既有韩国朋友也有中国朋友。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我感到韩国人和中国人都很尊重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我用韩语写作比用中文写得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比起中国人，我和韩国人相处得更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我感觉韩国人比中国人更能理解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比起中国人，我感觉和韩国人社交更容

易。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我在学校里的大部分朋友都是韩国人。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我最亲近的朋友是中国人。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我更喜欢参加大部分都是中国人的聚会。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我感觉中国人比韩国人更平等的对待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比起韩国人，我和中国人呆在一起的时候

更轻松。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我发现和任何人交流都很难，不管是中国

人还是韩国人。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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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我发现有的时候很难和别人交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有的时候我感到没人能理解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有的时候我感觉不管是韩国人还是中国

人，我都很难信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有的时候我感觉不管是韩国人还是中国人

都不接受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X.以下是关于个人信息的相关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法的选项上打勾 

(√)。 

 

1. 您的婚姻状况： 

① 未婚     ② 已婚     ③ 其他 

 

2. 您现在在韩国所读学历为：  

① 语言课程    (请到第四题)       

② 本科    

③ 硕士   

④ 博士    

⑤ 其他: _________ 

 

3. 您所读的专业是：  

① 人文学科 

② 社会学科   

③ 自然科学学科 

④ 经营学科 

⑤ 法学学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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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工学学科  

⑦ 艺术与体育学科 

⑧ 其他: _________ 

 

4. 您在韩国待了多久： 

① 6个月未满   

② 6个月-1年   

③ 1年-2年 

④ 2年-3年 

⑤ 3年-5年  

⑥ 5年-10年  

⑦ 10年以上 

 

5. 您得到了韩语能力考试（TOPIK）等级： 

① 1级 

② 2级 

③ 3级 

④ 4级 

⑤ 5级 

⑥ 6级 

⑦ 未参加过考试  

 

7.以下是关于韩语能力自我判断的相关问题，请在最符合自己的真实想法的选项

上打勾 (√)。 (1分: 完全不会, 7分: 熟练使用) 

 题目 完全不会 普通 熟练使用 

1 听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阅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写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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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口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感谢您抽出宝贵的时间帮助我更好地完成毕业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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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of 

Fashion Store UGC on Chinese 

Students’ Behavioral Intention 

 

 

LIU XINXING 

Dept.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dvancement of Web 2.0, social media penetration, and User 

Generated Content (UGC) have become important content production 

methods of social media platform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ntent information quality based on fashion 

store UGC and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of social media. And it analyzes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quality of Chinese and overseas UGC platform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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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attitudes and behaviors, and differences in channels in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Subjects for inquiry drawn from the precedent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accuracy, usefulness, and 

playfulness) of UGC on attitudes toward using UGC were examined. 

Second, effects of the attitudes toward using UGC on visiting intention 

to fashion stores and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were done. Third, 

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of UGC on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nels (Little Red Book/Instagram) 

and visiting intention and sharing intention is adjusted when the attitudes 

to use have an effect on them were done. Finally, moderating effects by 

multicultural acceptance (separation, integration, marginalization, and 

assimil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information quality 

of UGC and the attitudes toward using UGC, the attitudes to use and 

fashion store visiting inten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 were 

don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ubjects for inquiry set up empirically, a 

survey based on Little Red Book and Instagram users’ experience was 

utilized to produce results. For quantitative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Chinese student communication platform (Wecha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jects of the survey were Chinese female 

students in their 20s and 30s who use Little Red Book or Instagram and 

live in Korea. Total 320 people answered the questionnaire. Among them, 

answers of the final 300 questionnaires (150 respondents in Little Red 

Book and 150 ones in Instagram)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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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24.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accuracy, usefulness, playfulness) of UGC on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were found. The analytical result has found 

that accuracy and playfulness, the attributes of information quality of 

UGC jus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s to use and usefulness 

does not. That is, users’ attitudes toward using UGC platforms increase 

as contents related to UGC content are accurate enough and get them 

more interested in them and more excited about them when they use 

social platforms.  

Second, the effects of users’ attitude toward using UGC through social 

platforms on fashion stores visiting inten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were examined. The result of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isiting intention. 

That is, it h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users’ attitude toward using 

UGC are, the higher possibility of visiting fashion stores introduced 

among UGC content in the future is. Similarly, it has found that users’ 

attitude toward using UGC have a significant effect of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Third, the study considered channels (Little Red Book/Instagram) as 

moderating variables. First, effects of accuracy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quality of UGC on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by channel. The result of the effects of 

accuracy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on the attitudes to use has found 

that Little Red Book is more powerful than Instagram. That is, Littl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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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users’ attitude toward using UGC are higher than Instagram users 

when accuracy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are high. And the 

moderating effects by channel of the effects of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on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 were found. Instagram h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of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increase, the 

more users perceive intention of sharing information in comparison with 

Little Red Book. And the increase of Instagram users is higher than Little 

Red Book users. Therefore, it h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information quality, user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of Chinese 

students when they use UGC social platforms by country.  

Fourth, the moderating effects according to multicultural acceptance 

(separation, integration, marginalization, and assimilation) in the 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of UGC on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and the 

attitudes of use on intention of visiting stores and sharing information 

were examined. Therefore, accuracy has just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g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of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is significant. That is, in case of users with low 

integration, the higher accuracy of UGC information is, the higher 

attitude toward using UGC channels ar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users with high integration, the higher accuracy of UGC information is, 

the lower attitude toward using UGC channels are. 

The study examined the attitude toward using UGC according to 

information quality of UGC, intention of visiting fashion stores exposed 

through UGC and sharing information.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by channel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studied.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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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mpared differences in channel attributes of Chinese users’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e fashion store UGC environment with one 

another. And it provided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their 

characteristics of using social platform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considered by approaching UGC in terms of multicultural and from 

the integrated viewpoint. It is thought that a plan to produce content 

based on the differences in information quality of UGC according to 

channels can be provided for fashion companies. 

 

Keyword : User Generated Content, UGC, UGC information quality, 

multicultural acceptance, Little Red Book 

Student Number : 2018-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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