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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Web 2.0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사용자 생산 콘텐츠 

(UGC)는 이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한 콘텐츠 생산 방식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UGC 플랫폼이 아닌 

로컬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샤오홍슈라는 플랫폼이 

대표적이고, 이 플랫폼에서 외국인 크리에이터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플랫폼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지각된 소비 가치를 연구하고 

소비자의 패션 자신감,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플랫폼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을 경험한 중국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제품을 보고 그에 대해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지각하는 가치에 있어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가 패션 자신감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소비 가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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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검정을 위해 샤오홍슈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시청한 경험이 있는 만 18 세 이상 여성 35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323명 

의 응답을  SPSS 26.0 와 Amos26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적식 모형 분석 

결과, 중국소비자는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소비 가치 모델 (효율성, 우수성, 아름다움, 즐거움, 지위, 

영성, 윤리, 부러움)’을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 가치를 

또한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소비자 패션 자신감에 따라 지각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차이에 대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패션 

자신감이 높을수록 소비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패션 자신감 수준에 따라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을 또한 검증하였다. 또한 패션 

자신감이 높은 집단 뿐만 아니라 낮은 집단도 지각된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자아 지향적 가치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월 평균 수입, 직업)에 

따른 지각된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와 자이 지향적 소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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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자아 지향적과 

사회 지향적 가치 지각에 차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직업에 따른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 지각만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이에 따른 자아 지향적과 사회 지향적 가치 지각에 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소비 

가치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소비자 개인적 속성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유명한 UGC 플랫폼인 샤오홍슈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패션 콘텐츠 

맥락의 UGC에서 지각된 소비 가치를 살펴보면서 소비자 개인 

속성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지각하는 가치구조가 Holbrook(1999) 

이 제안한 8가지의 가치 체계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소비 

가치 연구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직접 생산한 패션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패션 관련 

기업에게 새로운 마케팅 홍보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실무적 의미를 

지닌다. 

주요어 : 사용자	 생산	 콘텐츠(UGC)	,	 소비 가치,  패션자신감,  

샤오홍슈 

학   번 : 2019-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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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Web 2.0 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사용자 생산 

콘텐츠(UGC)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한 콘텐츠 생산 방식이 

되었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콘텐츠는 

중요한 역할로 적용한다(Ping Wang, 2015). 그 중에서 중국 로컬 

UGC  플랫폼인 샤오홍슈(Little Red Book)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8 년 기준으로 1.5 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샤오홍슈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Iresearch,2018). 샤오홍슈의 

콘텐츠는 보통 ‘일반인’들이 올린 게시물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다양한 UGC 콘텐츠를 생산하고, 쇼핑 경험, 패션 매장 정보 및 

제품 사용 후기 등을 공유하고 다른 소비자의 쇼핑 의사 결정에서 

도움이 된다(Li & Liu，2014). 중국 소비자들은 쇼핑을 할 때 

친구의 조언보다는 UGC 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인 사용자의 

게시물을 쇼핑 정보원으로써 적극 활용한다(Ayeh, Au,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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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관계를 중심 플랫폼보다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이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KANTAR CHIN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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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왔다. 중국인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 중국 기반의 소셜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Yu, et al.,2011). 

중국 소비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히 샤오홍슈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는데. 주로 서비스 품질과 콘텐츠 품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중국 기반 소셜 플랫폼에서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다수 

활동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간 차이를 

고려한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중국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크리에이터의 UGC 콘텐츠를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지각하는 소비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미래 소셜 

미디어 트렌드로 UGC 플랫폼은 패션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패션 제품에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마케팅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미흡하며,  소비자가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사점을 줄만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UGC 를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패션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고, 한국 브랜드가 중국 UGC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 패션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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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홍보마케팅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인 크리에이터를 통한 

UGC 지원이 중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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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첫째, 중국 플랫폼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를 경험한 

중국인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에서 나온 패션제품을 보고 그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 플랫폼에서 

많은 한국 패션 제품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직접 추천해주는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지각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Holbrook(1999)의 가치 

분류를 채택해서 연구 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Kropp et 

al.,2005). 즉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 의해서 소비자의 지각 된 

가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제품 가치에 대한 

지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미 규명된 가치 

체계이지만, Holbrook(1999)이 분류한 소비자 가치가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적용가능한 가치 분류 체계인지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둘째,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에서 지각하는 

가치에 있어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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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가 

각자 다른 개성을 추구함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다양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개인 속성에 따라 지각된 소비 가치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제품에 대한 

지각된 소비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패션 자신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 나이, 직업, 수입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패션에 대한 이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 또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자민족 중심주의적 소비 성향이 관찰되고 

있는 중국 소비 시장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국인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셜 플랫폼 전략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 브랜드에게 마케팅 홍보 기법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UGC 마케팅을 통해 잘 활용 

할 수 있게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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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한국인 크리에이터의 UGC 콘텐츠를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밝히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에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알아본다. 제 2 절에서는 소비자 개인 속성인 패션 자신감이 

지각하는 소비 가치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한다. 

 

제 1 절 소비 가치 

지각된 소비 가치  

가치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Rokeach(1973) “어떤 

구체적인 행동양식이나 최종 존재 상태로 다른 행동양식 이나 최종 

존재상태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이

라는 것이다. 또한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정의에 개인적인 가치는 

개인 고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적이고 욕망할 수 있는 최

종상태라는 의미가 더해진다 (Kahle,1983). 또한 가치는 인지 처리 

방식과 성격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며, 

개념이 더욱 추상적으로 확장되고 정의된다(Claxton et 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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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가치는 인간의 행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오

래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심리적 속성에 따른 행동 기

준이 된다. 또한 가치는 인간 행동의 내부 기준이 되어 개인의 행동

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구매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들의 

지각된 소비 가치는 제품을 구매 시 큰 영향을 미친다(Ryou, 2002). 

지각된 소비 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경험 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

는 개인적, 사회적인 혜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느끼는 제품의 서

비스 개념도 포함된다(Parasuraman et al., 1988). 지각된 소비 가치

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으며, 다양한 하위 차원 

관점에서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Chi, 2015; 

추태귀 & 박현희, 2013; 하승연 & 박재옥, 2010; Park, 2015b; 

Sweeney & Soutar, 2001). 소비자의 개인 가치체계를 마케팅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 차원의 존재와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는 ‘효용적 소비 가치와 쾌락적 소비 

가치’로 분류(Athola, 1985; Tse et al., 1989)되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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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상황적 가치, 인식론적 

가치’ 등으로 5 가지로 분류(Sheth et al., 1991)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 가치는 ‘윤리 지향적 가치, 품질 지향적 가치, 심미 

지향적 가치’로 분류(남승규, 2010)되기도 하였다. Sheth et 

al.(1991)은 소비자가 소비 및 선택 행동과 관련된 인간 가치 중 

소비 가치는 구체적으로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사회 적 

가치(social value), 정서적 가치 (emotional value),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 진귀적 가치 (epistemic value)로 

구분하였다. 소비자 선택은 복합한 소비 가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가치의 차별적인 기여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경영학, 

심리학, 소비자 행동, 의류학 및 기타 분야를 포함하여 Sheth et 

al.(1991)의 소비 가치 개념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류학 분야에서 의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류와 관련한 소비자의 의사결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비 

가치로서 의복 소비가치 개념이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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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소비 가치 

의류학 분야에서의 소비 가치와 관련된 연구는 의복 소비 

가치라는 개념에 집중되어 왔다, 주로 소비자가 의복 구매할 때 

의복 소비 가치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의류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하는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Moon & Choo, 

2008).  

소비 가치의 개념을 의류 제품에 적용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청소년 잡지의 의류 광고에 반영된 소비 가치의 연령을 분석하여 

의류 제품의 소비 가치가 점점 다양화진다고 하였다 

(Hwang,1997).의복소비가치와 의복 관여, 패션 리더십과 기타 

소비자 특성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남녀 대학생의 의복 소비 

가치는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표현적 가치, 심리적 가치,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 유행성 가치로 분석하였다(Kim ,1999). 

Paik(2000)의 연구에서는 의복 소비 가치가 유행적 가치, 유용성 

가치, 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탐색적 가치, 심리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으며, 20~30 대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복 소비 가치가 표현적 가치, 진귀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유행성 가치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에서 표현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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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적 의복 소비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밝혔다(Moon & Choo, 2008). 스마트의류 측면에서 소비 가치를 

기능적 가치, 금전적 가치, 상징적 가치, 심미적 가치로 분류되며, 

심미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가치 차원이 스마트 의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oh et al.,2011).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의류 소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소비 가치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류 

분야 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기능적 가치는 지위나 명성 과같은 외적 가치가 아니라 

유용성이나 실용성 등의 내적 가치, 내구성 및 가격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중요시 하는 가치로 품질과 관련되어 있다 (Park, 

2000). 의복의 감정적 가치는 제품 소비의 감성과 관련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소비 가치로 경험을 강조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감정적 

가치는 미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의복과 관련을 

높다(Rha & Lee, 2004).의복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가치이며, 의복의 동조성, 사회적 승인, 사회적 지위, 

상징성 등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으로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사회 집단과 관련한 가치를 나타낸다(Paik, 2000). 

의복의 상황적 가치는 의복을 착용하거나 구매할 때 특정한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착용하거나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의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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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귀적 가치는 의복을 착용할 때에나 구매할 때 느끼는 호기심이나 

신기함 등으로 의복의 개성 추구, 유행 추구 등을 들 수 있다(Paik, 

2000), 의복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련성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Lee, 2003). 개성적 가치는 타인과 차별화하게 

표현하고 싶은 차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가치 

(박은희 & 구양숙, 2008). 외모 매력성 가치는 자신의 매력을 

의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가치로써 외모 매력은 외모와 의복 또는 다른 장식적인 형태에서 

나온다 (Kaiser,1985). 

선행연구들이 규명한 대표적인 의복 소비 가치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의복 소비로 느끼는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상황적 가치, 진귀적 가치, 개성적 가치, 외모매력성 가치는 주로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측면과 자기 만족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자아 지향적 가치와 사회 지향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에 대한 지각된 소비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2 

 

 

Holbrook(1999)의 가치 분류 

 Holbrook(1999)의 가치 분류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를 

2(사회 지향적 가치 vs. 자아 지향적 가치)×2(능동적 가치 vs. 

반응적 가치)×2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vs.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8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가치들이 소비자의 

소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표 1-1>Holbrook(1999)의 가치 분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Extrinsic)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Intrinsic) 

자아 지향적 

(Self-oriented) 

능동적(Active) 

반응적(Reactive) 

효율성(efficiency) 

우수성(excellence) 

즐거움(play) 

아름다움(beauty) 

사회 지향적 

(Other-oriented) 

능동적(Active) 

반응적(Reactive) 

지위(status) 

부러움(esteem) 

윤리(ethics) 

영성(spirituality) 

세 가지 차원으로 소비자 가치를 설명한 Holbrook 의 소비자 

가치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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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Holbrook, 1999). 먼저, 외적 가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가 도구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인식되는 기능적(utilitarian) 

가치인 반면, 내적 가치는 즐거움, 재미와 같이 소비 경험 자체가 

제공하는 쾌락적(hedonic) 가치이다(Holbrook, 1999). 둘째, 자아 

지향적 가치는 구매 동기나 경험을 자신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를 평가하고, 사회 지향적 가치는 타인이나 다른 주체에 의해 

개인의 소비 경험이 평가되는 가치를 일컫는다(Holbrook, 1999; 

박윤지, 김기옥, 2012). 마지막으로, 능동적 가치는 어떠한 대상이나 

경험에 대해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조작해 얻어지는 

가치인 반면, 수동적 가치는 개인이 대상과 경험에 대해 단순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반응적 가치를 말한다(Holbrook, 1999; Kim, 

2002). 이에 본 연구는 자아 지향적과 사회 지향적 측면에서 패션 

제품에 대한 지각된 소비 가치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Holbrook(1999)의 가치 분류를 채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표 1-1>을 보면 이와 같이 세가지 차원에서 구분된 8 가지의 

가치 분류는 효율성(efficiency), 즐거움(play), 우수성(excellence), 

아름다움(beauty), 지위(status), 윤리(ethics), 부러움(esteem), 

영성(spirituality)이다. 이러한 가치 분류에 따른 가치들의 의미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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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status): 특정 제품의 구매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동안 

타인이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치이다. 

윤리(ethics): 개인의 정의 및 도덕적 잣대에 맞게 소비를 하는 

능동적 가치이다  

부러움(esteem): 제품 소유로 평판 형성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 하는 반응적 가치이다.  

영성(spirituality): 소비를 통해 표출되는 신념이나 신성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적 가치이다.  

효율성(efficiency): 제품의 소비를 통해 시간과 심리 물리적 

노력의 절약되는 가치이다. 

우수성 (excellency): 외적, 자기지향적이나 기대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차원에서 반응적 가치이다.  

즐거움(play): 제품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 자체를 즐김이다.  

아름다움(beauty):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beauty)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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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윤리, 부러움, 영성은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의 하위 

차원에서 구분되며, 타인을 의식하여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라 하겠다. 아름다움, 즐거움, 효율성, 우수성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의 하위 차원 가치이며,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는 타인을 

덜 의식하는 가치라고 하겠다. 의복 소비 가치 요인을 

Holbrook(1999)의 가치 차원에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로 분류하며,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상황적 

가치, 개성적 가치, 외모 매력성 가치들이 각각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의 의미와 연관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  Holbrook(1999)의 가치 구조를 채택해서,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 가치 지각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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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자신감 
 

제품 카테고리와 관련 있는 소비자 지식은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친숙도나 전문성과 관련 있다(Battman & Park, 1980; 

Brucks, 1986; Heimbach et al., 1989; Rao & Monroe, 1988). 

Battman and Park(1980)은 소비자 지식을 소비자가 구매 전 

획득하여 기억 속에 저장한 정보로서 경험의 유무와 관련 있다고 

하였으며 Heimbach et al.(1989)은 소비자 지식을 소비자에게 

축적된 제품 관련 경험의 수로 정의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친숙도 

측면에서 소비자 지식을 규정하였다. 제품에 대한 친숙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소비자 지식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Brucks(1986) 

와 Rao and Monroe(1988)는 소비자의 기억에 저장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양 그리고 상품 대안에 대해 아는 정도에 대한 

지각을 소비자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지식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자신의 친숙도나 지식 소유 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 기억에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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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연출에 대한 소비자의 자신감이란 패션 제품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최은영(2006)의 연구에서는 의복 

연출 자신감을 의복을 선택할 때와 착장 때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의복 연출은 착용자의 

체형과 이미지에 맞는 소재, 색채, 패턴을 가진 의복을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도록 착용함으로써 통일감과 균형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최은영, 2006). No et al.(2005)는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자신의 이미지, 색상,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록 자신의 의복 선택 능력에 대한 

자기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의복 연출 자신감은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패션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패션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여러 관련 정보가 얻을수록 높게 지각될 수 

있으며 이에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과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패션 연출 자신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남성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20 대 남성 

소비자의 의복 연출 자신감은 매우 낮은 소비자로부터 자신감이 

아주 높은 소비자까지 그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체형을 보완 연출이나 액세서리와 소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패션 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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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의 경우 매장 정보원 이용도가 비교적으로 높다고 

하였다(Choi, 2006). 소비자 자신감을 정보획득 자신감, 구매 결정 

자신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신감, 상표 식별 능력 자신감, 설득 

지식에 대한 자신감의 5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패션 연출 

자신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정보획득 자신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상표식별능력 자신감은 패션 연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구매 자신감과 설득 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패션 연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Choo, 2012). 이하경 , 추호정. (2020)은 

제품을 코디하는 방법이나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줌으로써 개인이 생각하는 의복 연출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창의적 패션 소비 효능감을 유발함으로써 

혁신적인 패션 제품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패션 자신감과 소비 가치의 관련한 연구는 중고 패션 제품의 

소비 가치가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개인 특성 변인인 패션 연출 자신감이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연출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중고 

패션 제품의 진귀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패션연출에서 자신감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중고패션제품을 착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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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느낌이나 기분, 경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추태귀 &박현희, 2013). 

   본 연구에서는 패션 자신감에 따른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 

가치의 차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에 대해 지각된 소비 가치에 있어서 개인의 패션 

자신감이 소비 가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시사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Holbrook(1999)의 가치 분류 중,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분류는 타인 의식 소비와 자아 

의식 소비 관련이 높은 것이다. 이에 때라 본 연구는 소비자의 

패션자신감에 따라 지각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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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개념과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플랫폼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를 경험한 중국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에서 

지각하는 가치에 있어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가 

개인 속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1. 연구 문제 및 가설 

소비자 마다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인관계, 즉, 가족, 

친구 등의 영향, 대중매체와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은 결국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하영원, 2000).  

따라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 체계를 분류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상반되거나 비슷한 가치들의 충돌에 대한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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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가치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체계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분류를 통해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는 앞선 선행연구의 검토에서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의복 소비 가치를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로 연구하고자 하며, Holbrook(1999)의 

가치 구조가 패션 제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Holbrook(1999)이 제안한 8 가지의 가치가 실제로 

중국소비자들의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한국 패션제품 해외 진출에 

중요하다. 또한 중국 소비자가 지각한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 

가치에 대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Holbrook(1999) 의 

가치 구조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한국 소비자가 이 8 가지 소비 

가치를 다 각각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품 

특성과 사장 지위에 따라 가치 지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지각에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규명했다(이영일,2009). 또는 중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 지각하는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가 한국소비자보다 둘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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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이인구&이영일&나준희, 2012). 따라서 중국 플랫폼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새로운 현상에서 패션 제품을 

소개해서 추천 받은 중국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이 8 가지 소비 

가치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들은 앞서 살펴본 Holbrook(1999)의 가치 분류 제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각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8 가지의 가치체계를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각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우선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Holbrook(1999)은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 가치를 오랜 시간 동안의 사회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8 가지로 분류된 그의 소비 가치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능동적 가치와 반응적 가치,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등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분류는 본 연구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를 구별하는 것이 연구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1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

한 중국인 소비자의 지각된 소비가치를 규명하고,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와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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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brook(1999)은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 가치를 오랜 시간 

동안의 사회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8가지로 분류된 그

의 소비 가치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능동적 가치와 반응적 가치,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등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의 분류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패

션 자신감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높은 것이다 (이인구, 이영일

& 나준희, 2012). 

 사회 지향적 가치이면서 능동적이고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로는 지위(status) (예: 특정 제품의 구매자가 그 제품을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은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로는 윤리(ethics)(예: 타인의 소비는 방해하면서 자신

은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 사회 지향적 가치이면서 반응이고 외부

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로는 부러움(esteem)(예: 특정인의 구매 제품 

소비를 보고 자신도 구매하고 싶어 함),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로는 영성(spirituality)(예: 구매 제품을 직접 소비하지 않고 소유하 

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회 

지향적 가치는 타인을 의식하여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라 하

겠다. (이인구, 이영일, & 나준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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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아 지향적 가치로는 효율성(efficiency), 즐거움(play), 

우수성(excellence), 아름다움(beauty) 등으로 분류하였다. 자아 지

향적 가치는 제품과 직접 관련된 속성에 의해 지각되는 것으로 제

품의 모양, 색상, 디자인, 촉감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

아 지향적 가치는 타인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가치기보다는 소비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제품관련 속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는 타인을 덜 의식하는 가치라고 하겠다.  

패션 자신감은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 것

으로 패션 제품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여러 관련 정보가 습득될

수록 높게 지각될 수 다. 따라서 패션 자신감이 높으면 지각된 자아 

지향적 가치는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패션 자신

감이 낮으면 지각된 사회 지향적 가치는 자아 지향적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2: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서 

중국인 소비자 지각하는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는 

패션 자신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5 

가설2-1: 패션 자신감 높은 경우, 중국인 소비자들은 한국인 크

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서 자아 지향적 가치를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높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2-2: 패션 자신감 낮은 경우, 중국인 소비자들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서 사회 지향적 가치를 

자아 지향적 가치보다 높게 지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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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구통계특성 또한 소비자 개인 속성 중 중요한 부분이

다.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의복소비가치 

차이를 비교하는 논문에서 한국 소비자가 성별과 월 평균 충수입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에 비해 중국 소비자가 성병 학력 연

령 직업 월평균 총수입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다(황진숙 &조재정, 2012). 본 연구에서도 중국 소비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지각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안한다. 

연구 문제3: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서 

중국인 소비자가 지각하는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1: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

서 중국인 소비자 지각하는 시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2: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

서 중국인 소비자 지각하는 시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

는 수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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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3: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나온 패션 제품에 대해서 

중국인 소비자 지각하는 시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는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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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 기반 소셜 미디어 샤오홍슈를 사용하고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시청 경험이 있는 만 18 세 이상의 중국인 여성이 

지각하는 소비 가치를 규명하고 특히,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도출된 가설 검정을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조사를 위해서 중국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샤오홍슈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경험한 중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검정하였다.  

샤오홍슈는 중국 내에서 패션 뷰티 관련 콘텐츠가 가장 많은 

소셜 미디어이며, 2021년 샤오홍슈 사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수가 1 억명이며 그 중에 18-34 세 사용자는 8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 여성 사용자가 90.41%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KUAI CHUAN B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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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 관련 연구 중 특히 한국 패션 뷰티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20, 30 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샤오홍슈를 사용자의 연령, 성별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시청 경험이 있는 만 18 세 이상의 중국인 

여성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샤오홍슈에서 경험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을 바탕으로 제시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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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소비 가치 지각 (효율성, 즐거움, 

우수성, 아름다움, 지위, 윤리, 부러움, 영성) 패션 자신감, 28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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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비 가치 척도 

         <표 3-1> 소비 가치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차

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항 

자아 

지향적 

가치 

아름다움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다 

Holbrook 
(1999) 

디자인은 매우 세련되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우수성 

디자인 매우 우수하다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 

매우 잘 만들어진 것이다 

즐거움 

사용할 때 매우 기분이 좋다 

사용하는 것은 내게 즐거움을 준다 

사용하다 보면 매우 즐겁다 

효율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다른 제품들보다 사용기간이 오래 갈 

것 같다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사회 

지향적 

가치 

지위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

가 높다 

부러움 

사용하면 사람들 부러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 보고 싶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영성 

생각할 때 느끼는 나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

다 

가진다면 매우 뿌듯할 것이다 

사용할 때 매우 흐뭇하다 

윤리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적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

할 것이다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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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션 자신감 척도 

          <표 3-2) 패션 자신감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항 

패션 

자신감 

나는 내 체형을 커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최은영 

(2006) 

같은 옷을 입어도 가방과 모자를 바꿔가며 분위기

를 바꿀 수 있다 

나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법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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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수집 

설문 대상자는 샤오홍슈를 사용하며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시

청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중국인 여성이었다. 편의표집을 통한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으며, 2021년 8월 23일부터 2021 년 9월 15

일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2.  자료의 분석 

총 35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

종 323명의 응답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26 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문제를 검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

뢰도 계수 (Cronbach’s α) 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

1 도 같이 검증하였고, 문제2는 t-test을 통해 분석하였고, 문제3은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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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며, 323 명의 응답자가 18 세 이상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5 세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73.4%로 나타나 고학력자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58.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무직(15.2%), 전문직(7.7%), 전문 기술직 

(5.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0.6%)나 경영 관리직(2.2%), 

서비스 판매직(2.8%)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계 수입을 살펴보면, 5000-

10000 위안(약 90 만원-180 만원)이 41.8%, 5000 위안이하(약 

90 만원 이하)가 40.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월평균 패션제품 

구입비는 1000-2000 위안 (악 17 만원-34 만원)이 36.8%로 가장 

높았고, 1000 위안 미만 (약 17 만원 이하)가 32.3%로 뒤를 이었다.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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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응답자의 인구통게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나이 
18-24 170 52.6% 

25 및 25이상 153 47.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0.9% 

대학교 재학 83 25.7% 

대학교 졸업 122 37.8% 

대학원 재학 이상 115 35.6% 

직업 

전업주부 2 0.6% 

학생 189 58.5% 

서비스 판매직 9 2.8% 

사무직 49 15.2% 

전문기술직 18 5.6% 

전문직 25 7.7% 

경영관리직 7 2.2% 

기타 24 7.4% 

월급(월생활비) 

5000위안 이하 131 40.6% 

5000-10000위안 135 41.8% 

10000-20000위안 52 16.1% 

20000위안 이상 5 1.5% 

월 평균 패션 

제품 구입비 

1000위안 이하 104 32.2% 

1000-2000위안 119 36.8% 

2000-3000위안 59 18.3% 

3000-4000위안 23 7.1% 

4000-5000위안 8 2.5% 

5000위안 이상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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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소비자 가치 지각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였으며 소비 가치 측정항목들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 가치는 아름다움, 우수성, 효율성, 즐거움, 지위, 윤리, 영성, 

부러움을 각 3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위와 부러움의 

AVE 값은 .50 를 넘지 못해, 지위와 부러움 중 표준화 계수 .70 

미만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 개수 2 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개념 별로 

측정도구가 Cronbach's α 값의 일반적인 기준(Nunnally & 

Bernstein, 1994)인 .70 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후 해당 구성 개념을 측정항목들이 설명하는 표준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각 구성 개념의 

Cronbach's α 값은 .82~.92 으로 기준치인 .70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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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치가 .81 이상, 

평균분산추출(AVE)값 또한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의 구성 

개념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2>소비 가치 지각 차원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결과 

변수 측정 항목 
표준화

계수 
신뢰도 AVE CR 

아름다움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다 .831 

.897 

. 

.663 

. 

.855 

 
디자인은 매우 세련되었다 .889 

전반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872 

영성 

사용할 때는 느끼는 나 만의 특별

한 감정이 있다 
.850 

 .918 

 . 

.651 

 

.848 

. 가진다면 매우 뿌듯할 것이다 .909 

사용할 때는 매우 흐뭇하다 .914 

효율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815 

.855 .521 .766 
동일한 다른 제품들 보다 사용기

간이 오래 갈 거 같다 
.809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820 

지위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853 

.874 .589 .741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

회적 지위가 높다 
.911 

윤리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적을 것이다 
.825 

.817 .508 .755 

내가 사용하더라도 나를 아는 사

람들은 이해 할 것이다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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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의 추출된 평균 분산 값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연구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대각선에 표기된 각 변수의 AVE 값이 

그값의 좌측과 하단에 표기된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클 

때 존재한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결과,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연구 변수의 AVE 가 .5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AVE 값이 각 변수간의 가장 큰 상관계수 제곱 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즐거움, 즐거움과 효율성, 즐거움과 우수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지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910 

우수성 

디자인은 매우 우수하다 .765 

.836 .521 .765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  .813 

매우 잘 만들어진 것이다 .812 

부러움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 보고 싶은 

것이다 
.915 

.888 .695 .820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할 것

이다 
.874 

즐거움 

사용할 때 매우 기분이 좋다 .901 

.894 .638 .841 사용하는 것은 내게 즐거움을 준

다 
.853 

사용하다 보면 매우 즐겁다.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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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변수들 간 관계에 각각에 대한 

제약 모델-비제약모델의 χ2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니, 행당 변수들 한번에 제약 모델-

비제약모델을 실시한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Δχ2=10.26, 

df=1, p<.001)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Bagozzi & Phillips, 1982). 

결과는 <4-3>과 같다. 

<표 4-3> 변수의 판별타당성 검증 

factor 
아름다

움 
즐거움 효율성 우수성 지위 부러움 영성 윤리 

아름다

움 
.663a        

즐거움 .696 .638a       

효율성 .511 .689 .521a      

우수성 .637 .856 .513 .521a     

지위 .114 .250 .291 .327 .589a    

부러움 .336 .484 .367 .476 .403 .695a   

영성 .401 .503 .446 .513 .419 .638 .651a  

윤리 .573 .425 .372 .429 .192 .573 .433 .508a 

Note: a(대각선): 평균분산 추출값(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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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자신감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개인적 속성 변수인 패션 자신감의 요인분석 결과, 

제거되는 문항 없이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요인 부하량의 경우, 

모두 .82-.87 의 값으로 나타났고, 고유치 또한 1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크론바흐 알파값도 .8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션 자신감 변수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패션 자신감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

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패션 

자신감 

나는 내 체형을 커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65 

2.918 72.938 .876 

같은 옷을 입어도 가방과 모자를 

바꿔가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820 

나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

을 입는다 
.870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법을 안

다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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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검정 
 

본 절에서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Amos26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문제

1을 검증하였으며, ANOVA 분석으로 연구 문제2와 3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1의 검증 

 

연구 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측정 모형은 다음 <그림4-1>과 같다. 

 

 

 
<그림4-1> 측정 모형 



 

 42 

2 개의 상위 구성 개념(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으로 분류된 소비 가치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 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 지각하는 소비 가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secondary-order confirmatory analysi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5>는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구성 개념 신뢰도를 

보여준다. <표 4-5>에서 표준화된 요인적재량(λ)은 1 차 (first-

order)와 2 차 (second-order)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준화된 요인적재량(λ)은 1 차 잠재변수와 개별 항목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각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은 .50 이상, 개념 신뢰도(critical ratio; 

C.R.)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하였다.  

 2 개의 측정문항이 요인적재량이 .70 미만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 각 하위 구성개념들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크론바흐(Cronbach)의 α값은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 근접하였다 (김기탁, 2006). 개별 

항목에 의해 잠재변수들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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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plained) 

는 .508 에서 .695 의 범위를 보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구성 개념 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ornell 과 Larcker(1981)가 제안한 구성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과 각 구성개념의 AVE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3 개의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아름다움과 

즐거움, 즐거움과 효율성, 즐거움과 우수성)의 제곱만이 AVE 

값보다 높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표 4-3> 참조). 이에 해당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제약 모델-비제약모델의 χ2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Δχ2=10.26, df=1, p<.001)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Bagozzi & Phillip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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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소비 가치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성

개념 

하위 구

성개념 
  λ          항목 

수렴

타당

도 λ  

   α  AVE 

자아 

지향

적 소

비 가

치 

 

아름다

움 
.837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다 .831 .897 .663 

디자인은 매우 세련되었다 .889 .897 .663 

전반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872 .897 .663 

효율성 .891 

오래 사용할 수 있다 .815 .855 .521 

동일한 다른 제품들보다 사용기간

이 오래 갈 것 같다 
.809 .855 .521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820 .855 .521 

우수성 .978 

디자인 매우 우수하다 .765 .836 .521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 .813 .836 .521 

매우 잘 만들어진 것이다 .812 .836 .521 

즐거움 .954 

사용할 때 매우 기분이 좋다 .901 .894 .638 

사용하는 것은 내게 즐거움을 준다 .853 .894 .638 

사용하다 보면 매우 즐겁다 .831 .894 .638 

사회 

지향

적 소

비 가

치 

지위 .672 

성공한 사람들이 시용한다 .853 .874 .589 

사용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회

적 지위가 높다 
.911 .874 .589 

부러움 .901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 보고 싶을 

것이다 
.915 .888 .695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할 것

이다 
.874 .888 .695 

영성 .873 

생각할 때 느끼는 나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다 
.850 .918 .651 

가진다면 매우 뿌듯할 것이다 .909 .918 .651 

사용할 때 매우 흐뭇하다 .914 .918 .651 

윤리 .802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은 적

을 것이다 
.825 .817 .508 

내가 사용하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

들은 이해할 것이다 
.844 .817 .508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910 .817 .508 

주) λ: factor loading, α: Cronbach's α, AVE: average varianc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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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를 확인하였다. RMSEA 가 .05 이하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50 에서 .80 사이의 값을 가지면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또한 TLI 와 CFI 의 경우는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다음과 같이 RMSEA 값이 .064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CFI, TLI 값 역시 .953, .964 으로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SRMR 값은 .064 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표 4-6).  

<표 4-6>측정 모형 적합도(n=323) 

모형 CMIN df SRMR CFI TLI RMSEA 

Default 466.3 200 .093 .953 .964 .064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의 두 개 요인의 하위구조를 가지는 이차 요인 

구조이다. 2 차 요인(second-order)으로 구성된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를 구별할 수 있게 판별 타당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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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균분산추출값 및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해서 

판별타당도 검정한 결과, <표 4-7>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의 평균분산추출 값(.561)이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 간 상관관계 제곱값(.677) 보다 작게 

나타나서 판별타당성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구성 개념들 간 관계에 대한 제약 모델-비제약모델의 χ2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 Δχ2=6, df=1, p<.001) 

판별타당성을 확인하 였다(Bagozzi & Phillips, 1982).  

 

<표4-7> 2차 요인 평균분산추출값 

변수 측정항목 표준화계수 신뢰로 CR AVE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 

효율성 .891 

.900 .950 0.826 
우수성 .978 

즐거움 .954 

아름다움 .837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 

지위 .672 

.830 .834 0.561 
부러움 .901 

윤리 .802 

영성 .873 

 

<표4-8> 2차 요인 상관계수 제곱값  

변수 상관계수 제곱값 

자아 지향적 소비가치 .677 

사회 지향적 소비가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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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의  UGC 분석 결과 가치 구조 모형 점증하였으며, 

지각된 소비 가치 크게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소비 가치 하위 요인 

영성,부러움, 지위 ,윤리 포함한다고 확인하였고 자아 

지향적소비가치 또한 하위 요인 효율성, 아름다움, 즐거움, 우수성을 

포함한다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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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의 검증 

패션 자신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평균값 (M=5.11)을 

구한 후, 평균값을 포함하고 그리고 평균값 보다 높은 집단을 패션 

자신감이 높은 집단(n=163)으로,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을 패션 

자신감이 낮은 집단(n=160)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패션 자신감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이 지각하는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림4-2>패션 자신감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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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한 결과 패션자신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자아 지향적 가치와 사회 지향적 가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며,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자아 지향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패션자신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아 지향적 가치와 사회 지향적 

가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며,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가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설 2-1 지지하였고, 가설2-2 기각되었다. 

 

<표4-9> 패션 자신감 집단 별 소비 가치 차이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사회 지향

적  

자아 지향

적  

사회 지향

적  

자아 지향

적 

저집단

(n=160) 
4.111 4.418 .873 .950 -4.673 .000*** 

고집단 

(n=163) 
4.956 5.162 1.132 .962 -3.53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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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3의 검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다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소비 가치 차이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패션제품 소비 가치 

지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도 나이, 직업, 

월평균 수입의 3 가지 변인 내에서만 비교를 진행하였다.  

나이는 평균 나이 25 를 기준으로 18-24 세(n=170)과 25 세 

이상 (n=153)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직업은 학생 집단과 비학생 

집단으로 나누었다. 수입은 5000 위안 이하, 5000-10000 위안, 

10000 위안 이상의 수입인 집단 3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한 집단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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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분류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나이 
저연령 (18-24) 170 52.6% 

고연령 (25 이상) 153 47.4% 

월평균 수입 

상대적 저소득 (5000위안 이하) 131 40.6% 

상대적 중소득 (5000-10000위

안) 
135 41.8% 

상대적 고소득 (10000이상) 57 17.6% 

직업 
학생 189 58.5% 

비 학생 134 41.5% 

상술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소비 가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11>나이에 따른 소비 가치 차이 

측정변수 독립변수 평균 자유도 F값 Prob. 

자아 지향

적 

소비 가치 

저연령 4.7740  

1  

 

.131 .718 
고연령 4.8154 

사회 지향

적 소비 가

치 

저연령 4.5311 

1  .013 .910 
고연령 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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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소비 가치 차이 

측정변수 독립변수 평균 자유도 F값 Prob. 

자아 지향

적 

소비 가치 

저소득 4.7993B 

2 3.427 .034** 중소득 4.9145B 

고소득 4.4942 A 

사회 지향

적 

저소득 4.4392AB 

2 3.267 .039** 중소득 4.7157B 

고소득 4.3421A 

 

<표 4-13>직업에 따른 소비 가치 차이 

측정변수 독립변수 평균 자유도 F값 Prob. 

자아 지향

적 

소비 가치 

학생 4.7646 
1 .366 .546 

비학생 4.8346 

사회 지향

적 

소비 가치 

학생 4.4321 
1 4.275 .039** 

비학생 4.6866 

 

분석 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보인 항목은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자아 지향적 가치 

지각(F=3.427;df=2;p<.05) 사회 지향적 가치 지각 

( F=3.267;df=2;p<.05) 도출하였다. 세 집단 중에 있어서 중 소득 

집단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M 중소득=4.716)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M 중소득=4.915) 둘다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고 소득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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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M 고소득=4.342)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M 고소득=4.494) 둘다 가장 낮게 지각했다. 

고연령 집단과 저연령 집단의 평균 비교에 있어서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 둘다 유의한 차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M 학생=4.432, M 비학생=4.687). 학생 집단보다 비학생 

집단의 사회 지향적 소비 가치 지각은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설 3-1 부분 기각되었고, 가설 3-2 지지되었으며, 

가설 3-3 는  부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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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가설 결과 요약 

<표 4-13>연구 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 가설 결과 

2-1 

패션 자신감 높은 경우, 중국인 소비자들은한국인 크리

에이터 UGC에 대해서 자아 지향적 가치를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높게 지각할 것이다. 

지지 

2-2 

패션 자신감 낮은 경우, 중국인 소비자들은한국인 크리

에이터 UGC에 대해서 사회 지향적 가치를 자아 지향적 

가치보다 높게 지각할 것이다. 

기각 

3-1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 대해서 중국인소비자 지각하

는 시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는 나이에 때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3-2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 대해서 중국인소비자 지각하

는 시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는 수입에 때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3-3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 대해서 중국인소비자 지각하

는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는 직업에 때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

적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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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사용자 생산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한 콘텐츠 생

산 방식이 되었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콘텐

츠는 중요한 역할로 적용한다. 소비자는 물론 패션 브랜드들도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용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발된 로

컬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로컬 플랫폼 중에 샤오홍슈가 가

장 대표적이다, UGC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특히 샤오홍슈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는데. 주

로 서비스 품질과 콘텐츠 품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중국 플랫폼

이 발전하면서, 중국에 대한 혹은 중국 로컬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플랫폼 가입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크

리에이터에 의해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가 제공되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외국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프로그램이나 한류 스타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 패션 제품

은 한류를 통해서 중국에서 계속 인기가 있었다. 소셜 미디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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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직접 중국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한국 패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간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중국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가 한국 크리에이터 

UGC에서 소개된 패션 제품에 대한 느끼는 소비 가치가 어떤지 살

펴보고 소비자의 개인 속성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에

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 시청한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350명

의 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2021년8월 실시하였다. 최

종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 27부를 제외한 323부가 표본이 사용되

었다. 소비자들은 샤오홍슈 이용 및 한국 크리에이터 UGC 시청경

험에 대하여 응답한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를 바

탕으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국

소비자는 한국 크리에이터 UGC에서 본 연구 채택한 

Holbrook(1999)의 소비 가치 (효율성,우수성,아름다움,즐거움,지위,

영성,윤리,부러움)를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의 하위 가치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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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 패션 자신감에 따라 지각된 사회 지향적 가치와 

자아 지향적 가치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  

패션 자신감 수준과 무관하게 자아 지향적 가치를 사회 지향적 가

치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소비자 소비 수

준이 높아져 제품 관련 속성들의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월 평균 수입,직업)에 

따른 지각된 소비 가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자아 지향적 가치와 사회 지향적 가치 지각에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나이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은 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 연구 대상은 18살 이상 여성이지만 18-30살 제일 많이 있

으며(85%이상 차진다), 같은 20대이기 때문에 가치 지각 차이가 보

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직업에 따른 사회 지향적 가치 

지각에만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

문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월 평균 수입은 소비 가치 지각에 대한 

더 큰 영향 있다고 판단되었다. 전체적으로 지각된 소비 가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패션 제품은 중국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많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월 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만 

나타나는 것은 이는 중국 소비자들 한국 패션 제품을 고려할 때 가

격을 비교적 많이 중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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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다음과 같다. 

첫째, UGC는 새로운 콘텐츠 생산방식으로써 그리고 그 효과 때

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 살펴보

면  관광, 의식, 호텔 등 측면에서  UGC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며, 패션 관련된 연구는 주로 콘텐츠 정보 품질, 사용자 태도 

및 행동 의도 등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

국에서 유명한 UGC 플랫폼인 샤오홍슈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패션 

콘텐츠 맥락의 UGC에서 지각된 소비 가치를 살펴보면서 소비자 개

인 속성에 따른 소비 가치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

존 UGC관련한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는

Holbrook(1999) 이 제안한 8가지의 가치 체계를  동일한 가치 구

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체계의 규명은 

향후 연구들의 출발점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국 패션 사업들 중국 시장 진출하려면 새로운 마케팅 홍보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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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셋째, 소비자의 패션 자신감 및 인구 통계적 특성이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 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비 

가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 시켰다는 학술적 의의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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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첫째, UGC 특성에 따라 브랜드가 아닌 일반인을 통해 공유하는 

브랜드 관련 UGC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인식되므로  다른 

정보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패션 브랜드가 

중국에서 프로그램이나 한류 스타를 통해서 인기를 얻은 방식보다, 

샤오홍슈라는 정보 공유 플랫폼이 발전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관련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한국 패션 브랜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의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현지인으로써 다른 한국 패션 정보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이런 새로운 홍보 

방식의 장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지각하는 8가지 소비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콘텐츠 

내용 생산을 통해서 제품에 담고자 하는 가치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개인 속성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소비 가치와 자아 지향적 소비 가치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각 가치의 의미를 파악해서 더 적절한 콘텐츠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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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소비자 전체적으로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자아 

지향적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사회 지향적 가치보다 자아 지향적 

가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 및 소비 시에 제품 원래의 속성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및 촉진 전략의 수립 시 제품 

가지고 있는 심미적이나 기능적 좋은 품질을 통해 구매 자극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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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 
 

첫째 본 연구의 한계로는 18세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지만 표본 연령은 전체적으로 20대초 중반 소비자에 집중된 

표본이 이루어 졌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모든 다양한 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나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대상으로 연구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 구조를 규명하고 

소비자 개인 속성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지각된 소비 

가치를 통해서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셋째 본 연구는 샤오홍슈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소비자가 기억에 

의존하거나 원래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는 실제 자극물을 시청한 후에 

응답하는 것은 더 정확한 인과관계 확인에 적합할 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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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한국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연구생   유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	 소셜	 미디어	
"샤오홍슈"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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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유 연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추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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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	 설문조사는	 특정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아래에	 제시한	
설문조사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문을	 답해주십

시오.	  

1. 귀하는	중국인이며	 18	 세이상	여성입니까?	 	
2. 샤오홍슈 사용하고 한국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본 적인 있습니까?	

 

 

 

 

 

 

 

네(설문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설문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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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한국인 크리에이터 UGC에서 추천해준 패션제품에 대한 귀하의

소비가치에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

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항목 	 	 	 	 	 	 	

1	 오래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동일한 다른 제품들보다 사용

기간이 오래 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디자인은 매우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은매우은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매우 잘 만들어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사용할 때 매우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사용하는 것은 내게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사용하다 보면 매우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디자인은 매우 세련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전반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항목 	 	 	 	 	 	 	

1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용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용하면 사람들 부러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 보고 

싶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

은 적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가 사용하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 이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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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생각할 때 느끼는 나만에 특

별한 감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가진다면 매우 뿌듯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사용할 때 매우 흐뭇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다음은	귀하의 패션 자신감에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호 항목        

1 나는 내체형을 커버하는 방법을 알고 있

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같은 옷을 입어도 가방과 모자를 바꿔가

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에게 맞는 옷 고르는 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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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재학이상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무었입니까?	 	

	 	 	 	 1.	 전업주부  

   	 2.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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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판매직(판매원,	 요리사,	 미용사,	 승무원,	 운전기사	 등).	 	 	 	

	 	 	 	 	 	 	 	 4.	 사무직(은행원,	 공무원,	 회사원,	 사회단테	 직원	 등)	

	 	 	 	 	 	 	 	 5.	 전문기술직(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축사,	 약사,	 간호사,	 연예인,	 체육인	
등)	

	 	 	 	 	 	 	 	 6.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연구원,	 회계사) 

      7. 경영관리직(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	 경영자	 등)	 	

	 	 	 	 	 	 	 	 8.	 기타	  

4. 귀하의 월 수입(생활비) 얼미 입니까? 

	 	 	 1.	 	 5000 위안	 이하 

   2.	  5000-10000 위안 

  	 3.	 	 10000-20000 위안 

   4.	  20000 위안 이상 

5. 귀하의 월 평균 패션제품 구입비 

   1.	  1000 위안 이하 

  	 2.	  1000-2000 위안 

   3.	  2000-3000 위안 

   4.	  3000-4000 위안 

  	 5.	 	 4000-5000 위안 

   6.	  5000 위안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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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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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首尔大学 服装学科 时尚营销研究室	

研究生：廖玉烟	

指导教授：추호정	 	

2021年 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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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此问卷调查是面向特定人群即“中国 18岁以上”为调查研究对象实施的，请

您再次确认以下问卷调查对象条件是否与您的情况相符并回答相关问题。  

 

1. 您是中国人且年满 18岁的女性吗？	 	
2. 您使用小红书并且看过韩国人上传的内容吗?	

 

 

 

 

 

 

 

 

是的 请继续答卷                                            不是 将中止答卷 

 

 

 

 

 

 

 

 

 



 

 77 

II.	以下是关于您对小红书上韩国人上传内容中出现的韩国时尚关联产品感受到
的消费价值，请选出与您行为一致的选项。	

(①:	完全不同意,	⑦	 :	非常同意)	 	

	

编号 选项 	 	 	 	 	 	 	
1	 可以长时间使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比差不多的其他产品使用时间

更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使用起来 很方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设计很优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质量很优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制作的非常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使用的时候心情很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使用的时候给了我愉悦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使用之后感觉特别愉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设计得很好看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设计很简洁时尚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整体来说很好看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编号 选项 	 	 	 	 	 	 	
1	 是有钱的人使用的产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是成功的人使用的产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使用的人一般有不错的社会地

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如果使用，其他人可能会羡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其他人可能也想使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其他人可能也想拥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我即使使用 也不会受到很多指

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我即使使用，我身边的人们会

理解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使用的人们被认为是适度的消

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对产品会感受到我独有的特别

的情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如果拥有会觉得很满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使用的时候感觉很满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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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下面是关于您时尚自信感的内容，请选出与您行为一致的选项。 

(①:	完全不同意,	⑦	 :	非常同意)	 	

编号 选项        

1 我知道通过穿衣如何对我体型扬

长避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我即使穿同样的衣服，通过帽子

和包可以改变整体的感觉与气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我可以配合场合时间穿合适的衣

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我知道选择适合我的衣服的方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以下内容是有关您的基本信息， 资料仅供统计分析使用，绝不对外泄露， 

请在适当处选择或者填写  

 

1.  您的最终学历?	

1.	高中以下	
2.	大学在读	
3.	大学毕业	 	

4.	研究生及以上	

2.  您的年龄?	满(	 )	

3. 您的职业?	 	

	 	 	 	 1.	全职主妇  

   	 2.	学生 

       3.	 服务人员(售货员,	 料理师,	 美容师,	 乘务员,	 司机	 等).	 	 	 	

	 	 	 	 	 	 	 	 4.	职员(银行职员,	 公务员,	 公司职员,	 社会团体职员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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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技术人员(工程师,	设计师,	 建筑师,	药师,	护士,	艺人,	 体育人	 等)	

	 	 	 	 	 	 	 	 6.	专业人员(医生,	 律师,	教授,	研究员,	会计师 等) 

      7. 经营管理职务(企业干部,	 高级公务员,	 中小企业经营家 等)	 	

	 	 	 	 	 	 	 	 8.	 其他	  

4. 您的平均月收入（生活费）? 

	 	 	 1.	 	 5000 以下 

   2.	  5000-10000  

  	 3.	 	 10000-20000  

   4.	  20000 以上 

5. 您的月平均时尚产品支出 

   1.	  1000 以下 

  	 2.	  1000-2000 

   3.	  2000-3000 

   4.	  3000-4000 

  	 5.	 	 4000-5000 

   6.	  5000 以上 

  

  本问卷到此结束 再次感谢您的协助！	  

 

 

 



 

 80 

 

Abstract 

 

Effects of Korean Creator 

Fashion UGC on Chinese 

Consumers’ Consumer Value 

Perception  

LIAO YUYAN 

Dept. Textiles, Fashion Marke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Web 2.0 and the spread of social 

media, user-generated content (UGC) has already become an 

important content production method for social media platform

s. Instead of the UGC platform commonly used worldwide, Chi

na mainly relies on local platforms, where the platform called 

Little Red Book is the representative one – with many foreign

creators working on i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Chinese consumers’ p

erceived consumption value for fashion products from UGC by

 Korean creators on a Chinese platform; and to further verif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onsumption values according t

o consumers' fashion confidenc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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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First, to 

find out the consumption value perceived by Chinese people who 

have previously consumed contents by Korean creator UGC on a 

Chinese platform. Second, to find out how ‘social-oriented values’ 

and ‘ self-oriented values ’  appear in accordance to fashion 

confidence in the values perceived by Chinese consumers from 

Korean creators UGC. Thir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perceived consumption valu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To test the research problem,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50 women aged 18 years or older who had watched UGC 

made by Korean creators in Little Red Book. All 323 respons

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SPSS 26.0 and Amos2

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Chinese consumers perceived the 

consumption value model adopted in this study, and it was verified 

that they also perceived each value differently.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oriented values and 

self-oriented values perceived in accordance to consumer fashion 

confidence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ashion confidence i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consumption value. It was also 

verified that social-oriented values and self-oriented values were 

per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fashion confidence level. In 

addition, the group with high fashion confidence, as well as the 

group with low fashion confidence showed greater perceived self-

oriented values than perceived social-oriented values. Third, by 

check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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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oriented consumption value and the perceived self-

oriented consumption value according to the consum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s did show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elf-oriented and social-oriented values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Moreover, a difference in social-

oriented consumption value perception according to occupation 

was noticed,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lf-oriented and 

social-oriented value perception according to age. 

This study describes the perceived consumption value of 

Chinese consumers for Korean fashion products, and the 

difference in consumption value perception according to 

consumer's individual attributes was also explored.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value structure of Chinese 

consumers for Korean fashion products is the same as the eight 

value systems proposed by Holbrook (1999). Through this, for 

Korean creators it will be helpful to create fashion-related 

contents. Korean fashion-related companies that want to enter the 

Chinese market can benefit from this, as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using new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methods. 

Keywords : User Generated Content ,UGC , Consumption Value, 

Fashion Confidence, Little Re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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