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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특성이 한류콘텐츠 호감도와 청취의도 및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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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K-POP 특성이 한류 콘텐츠 호감도와 청취의도 및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K-POP 특성을 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K-POP 특성중 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 특성 모두가 한류 콘텐츠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K-POP 
특성중 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 특성 모두가 K-POP 청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K-POP 특성중 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 특성 모두가 한류 콘텐츠를 통한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K-POP 특성중 
음악적 특성보다는 스타(가수)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K-POP 소비증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한류, K-POP 특성, 콘텐츠 호감도, 청취의도, 구매의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K-POP characteristics on Korean consumers' liking, intention of 
listening and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products. For this purpose, K-POP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musical characteristics and sta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musical 
characteristics and star characteristics of K-POP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avorability of Korean 
Wave content. Second, both musical characteristics and star characteristics of K-POP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K-POP listening intention. Third, both musical characteristics and star characteristics of K-POP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products through Korean Wave 
content. However, the relative influence of star characteristics is higher than K-POP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promoting Korean pop among Chines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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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한국의 한류라는 독창적인 문화가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기반으로세계문화산업시장에선진세력

으로위치하고있다. 그 중심에는 K-POP이라는한류문

화콘텐츠가 있는데 최근 K-POP의 열풍으로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한국이라

는국가이미지와한국제품에대해해외소비자들의반응

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한류는 초기에 콘텐츠 자체

에만 관심을 가지며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2000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영화나 TV드라마 속에 등장

하는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한국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대되면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K-POP 청취를 즐기고 한류 스타들의 패션을 모방하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류 팬들이 생

겨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 대학들의 한국어 강좌가 증가하는 등의 현

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국가들에게 전

파하여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K-POP에 대한 연구들은대다수가 관광분야

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나 관광이미지 및 국가호감도, 방문의도 같은 변

수들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1, 2]. 비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K-POP과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지만, 대부분 한류 상품 구

매행동에 대한 연구[3, 4]일뿐 K-POP을 왜 중국소비자

들이좋아하는지, 또는 K-POP의 어떤특성과속성때문

에한국제품에대한구매의도가일어나는지에대한심리

적기제를다루는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

구는 K-POP의 주요 소비층의 하나인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연 K-POP의 어떠한특성또는속성이한류

콘텐츠에대한호감도와 K-POP에 대한청취의도 및한

국제품구매의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연관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 한류시대를맞이하여 한국의문화산업이다시도

약할기회를될수있다. 하지만향후중국정부가자국

문화콘텐츠를보호한다는미명하에더강한한류규제책

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시점에 중국의 문화시장을

공략할세심하고맞춤적인전략을통해중국소비자를대

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

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현시점이

중국시장을주요목표로하는전략적시도가이루어져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구체적이며기존연구와다른차별적인 목

적은 K-POP의 특성을 K-POP의 음악적 특성과 한류스

타(가수)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다. 이러한 K-POP의 세부적인 특성이 한류콘텐츠에 대

한중국인의한류콘텐츠호감도와 K-POP 청취의도 및

한국제품구매의사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향후국내기업들이중국소비자들을대상

으로한국제품에대한구매의사를높이는방안을모색하

는데활용될것이다. 또한, 중국소비자들에게 K-POP에

대한청취의도를높이기위해 K-POP 제작자들이어떤

K-POP 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가? 에 대한 의

문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K-POP의 연구동향
K-POP은 한국 대중음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서구

의대중음악을수용하여한국의문화적인풍토에적합하

게 적용하여 탄생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중가요가 해외

에서인기를얻게된이후에 K-POP이라는명칭이한국

의대중가요를가리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K-POP은

한국의아이돌그룹에의해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지만,

세계인들은 K-POP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댄스

음악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K-POP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K-POP 열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K-POP 이라 불리는 한국대중음악은 한류 주요

한소비대상인동남아시아에머무르지않고문화선진국

이며글로벌대중문화를이끌고있는유럽과미국에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K-POP에 관한 학술적 연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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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주로 K-POP의 성공요인을 알아

보거나 K-POP의 선호요인이한국국가이미지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다수 이며, 그 연구대상 또한

미국과 유럽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K-POP의 선호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손승혜는유럽의한류와 K-POP 형성과

정을 분석한바, 유럽의 K-POP 팬들은 한국문화상품의

개방성과새로움및친근성의세가지요인이유럽소비

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6]. 오세정

은 미주지역 K-POP 소비자들의 선호요인을 분석한바,

노래와 랩과의 퓨전 장르 혼합성과, 대중과의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를 통한 만족증대, K-POP 가수들의 외모와

패션등의시각적효과, K-POP의암기하기쉬운멜로디

등이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확인하였다[7].

다른 한편 K-POP의 선호요인들이 한국의 국가이미

지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한국 방문의도나

한국제품구매등과연계한K-POP의경제적효과에관

심을 둔 연구들도 나타났다. 김성섭과 김미주는 한국대

중가요의인기요인을크게시각적인/음향효과요인과소

재와내용의참신성및한국문화에대한관심등으로제

시하였다. 즉, 한국가수들의 외모와 퍼포먼스, 그리고 음

악의비트와가사내용의참신성, 한국문화에대한관심

등이 K-POP의 인기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K-POP의 청취는 한국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8].

또한 김주연과 안경모는 K-POP의 선호요인이 한국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K-POP의 선

호요인은 소재의 다양성과 로맨틱한 분위기, 그리고 신

선한 멜로디와 감정적 공감대의 형성과 같은 음악성, 가

수의 외모와 춤과 의상,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같은 시각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호기심으로 확인하였

다. 그리고 K-POP선호요인이 한국 국가호감도와 한국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K-POP의 음악성

요인과 시각성 요인이 한국국가호감도 및 한국방문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김진욱과 김남조 및 정철은 K-POP인식이 한국의 관

광이미지와 방문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10].

연구결과, K-POP의 음악성과 시각성은 한국의 관광이

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K-POP의 음악성은 한

국방문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

다. 특히, 이연구결과들은기존의연구와다르게K-POP

인식을 음악성과 시각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는 점이 차별화된다.

하동현과 황성혜는 K-POP축제 방문객이 지각한 서

비스 품질이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및 이러한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11], 신철현과 양진연은 중국인들이 지각

하는한류의 K-POP속성이국가이미지에미치는효과를

확인한결과, K-POP의 내용과소재는국가이미지에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K-POP의 음향적/시각적 효과는

국가이미지에 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K-POP을 통한한국문화의관심은한국 국가이미

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K-POP의 인기 요인

으로한국가수의외모와춤실력, 그리고가요의멜로디

나가사에대한참신성등을제시하고있다. 이는한국가

수의가요에대한긍정적평가가K-POP 선호의주요요

인이될수있다는것을말한다. 그렇다면현재신한류를

주도하는 K-POP의특성요인들이한류콘텐츠의태도와

K-POP 청취의도 및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긍정적인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기존의연구들과달리 K-POP의 특징을

음악적 속성과 스타(가수)속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2.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많은 한류 소비자 집단 중에 중국소비자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판단하기에중국은한류가시작된국가이며동시에항한

류 즉, 반 한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K-POP을 중심으로 신한류의 한류 부흥지라는 점에서

그동안 한류의진화과정을모두겪고있는대표적인지

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K-POP은 2004년 동방

신기와슈퍼주니어가중국시장을위주로활동하면서다

시한번 중국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서 중국정부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제재 조치로 중단

되었던 한국 가수의 진출이 다시 재개되었다[12]. 또한

중국에서 K-POP을 통해 일어난 신한류는 디지털 환경

에익숙한 10대와 20대를추축으로팬층이확대되고있

다. 또한 한국의 가수들이 중국 시장에서 각광받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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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가 우수한 노래실력과 질 높은 음악이며, 화려한

무대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 한국 아이돌

그룹을모방한비슷한이름과, 컨셉, 및안무를무장한그

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13]. 따라서 K-POP 열

풍으로시작된신한류의효과를중국소비자를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K-POP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이지혜와 유승엽의 연구결과[5]를

토대로 K-POP의 특성을두 가지로 구분하여연구를진

행하였다. 즉, K-POP의 음악적 특성과 한류스타(가수)

특성으로구분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는점이기존연구

와차별화된다. 또한, K-POP의 선호요인이국가이미지

에 긍정적 영향과 방문의도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 연구

를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K-POP의 속성이 국가

이미지 및 방문의도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 K-POP의 특성이한류콘

텐츠의 호감도와 K-POP 청취의도 및 한국제품 구매의

사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이

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국소비자들의 K-POP에 대한 이용실태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K-POP의 특성(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

특성)은한류콘텐츠의호감도에영향을미

칠 것인가?

연구문제3: K-POP의 특성(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

특성)은 K-POP의 청취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인가?

연구문제4: K-POP의 특성(음악적 특성과 스타(가수)

특성)은 K-POP을 통한 한국제품 구매의

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중국소비자 316명을 대상으로하

였다. 조사 참여자의 세부특성은 여성(61.4%)과 남성

(38,6%)이며, 10대(3.2%), 20대(49.7%), 30대(37%), 40대

(8.2%), 50대 이상(1.9%)이었다. 조사 참여자 특성을 살

펴보면 성별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이

러한결과는중국의 K-POP에 대한주 소비층이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에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또한 연

령별 특성에서 20대와 30대가 전체 응답대상자의 주요

대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류 콘텐츠의 주

요한 소비 집단이 20대와 30대인 점에서 나타난 결과라

고사료된다. 따라서본조사대상자는전체중국한류소

비자 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POP 특성이 중국소비자의 한류콘텐츠

호감도와청취의도및한국제품구매의사에영향을미치

는가를확인하고자하였다. 이러한목적을위해중국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K-POP이란 한

류 스타가 등장하는 한국 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

적정의를내렸다. K-POP의 소비자목표집단으로중국

소비자를 설정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서베이 회사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K-POP이용실태
첫째, 한국음악의 기억정도는 중국소비자들이 인지하

고 있는 한국음악의 갯수는 얼마인가? 의 질문에 대해

“없다” 부터 “15곡이상”의 6개 범주로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음악의 청취정도는 중국소비자들이 얼마나 자주 한

국음악을 감상하는가? 의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

하여알아보았다. 셋째, 한국음악의접촉경로는중국소비

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음악 또는 한국가수를 접

하게 되었습니까? 의 질문에 대해 7개 범주로 알아보았

다. 넷째, 한국음악 청취시 이용하는 미디어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소비자들이한국음악을들을때가장많이사

용하는미디어는무엇입니까?” 의질문에대해 7개범주

로알아보았다. 다섯째, 좋아하는한국가수는중국소비자

들이 K-POP가수가운데좋아하는한국가수는누구입니

까?의질문에대해 17명의한류스타가수를대상으로선

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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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K-POP의 음악적 특성
본 연구는 이지혜와 유승엽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음악적 특성을 4개 문항 Likert 형 5첨 척도로 측정하였

다[5].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665로 나타

났다.

3.3.3  K-POP 스타(가수) 특성  
본 연구에서 K-POP의 스타(가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지혜와 유승엽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6개문항 Likert형 5점척도를사용하였다[5]. 척도

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767로 나타났다.

3.3.4 한류콘텐츠 호감도
본 연구에서 한류콘텐츠의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경진과 박연진 및 황하성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

구의 목적에맞게수정하여 사용하였다[14]. 한류콘텐츠의

호감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로측정하였다. 척도의신뢰도분석결과 Cronbach α

=.741로 나타났다.

3.3.5 한류콘텐츠 청취의도
본연구에서한류콘텐츠의청취의도를측정하기위해

이희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5]. 한류콘텐츠의 청취의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

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786로 나타났다.

3.3.6 한국제품 구매의사
Engel & Blackwell은 소비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중요하며 실제행동 대신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구매의도

에 대한 신뢰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류콘텐츠를 통한 한국제

품의 구매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황낙건, 최형배, 김영택

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17]. 한류콘텐츠를통한한국제품의구매의사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739로 나타

났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K-POP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

다. 즉, K-POP의 음악적 특성과 한류스타(가수)의 특성

이다. 이러한 K-POP의 특성이한류콘텐츠의호감도와

청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해 Cronbachα를 이용하였으며,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K-POP의 이

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4.1 K-POP 이용실태 
먼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음악 기억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같다. 한국음악에대한기억정도를

확인한결과 “알고있는곡이없다”(3.2%)라는부정적응

답은 매우 낮았다. 반면 “한국음악을 6곡∼10곡 알고 있

다”(24.1%)와 “11곡∼ 15곡 알고 있다”(14.2%) 및 “15곡

이상을알고있다”(24.4)의 비율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

는 특히 “11곡 이상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중국소비자

가 전체의 38.6%로 나타나, 약 40% 가까운 중국인들이

한국 음악에 대한 기억정도가 높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Degree of Memory about
the Korean music

Frequency Percentage

None 10 3.2
1∼5 Song 107 33.9
6∼10 Song 76 24.1
11∼15 Song 45 14.2
15 Song More than 77 24.4
Etc 1 .3
Sum 316 100.0

<Table 1> Degree of memory about the Korean music

둘째, 중국소비자들의 한국음악의 청취빈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같다. 중국 소비자들이한국음악을

얼마나 자주청취하는가? 를물어본결과 “거의매주듣

는다”(19.0%)와 “거의 매일 듣는다”(4.7%)의 비율이

25% 가까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비율 결과는 K-POP

선호 중국청취자비율의전체중국소비자중약 1/4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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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거의 듣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중국소비자

는 8.9%로나타나, K-POP을 자주청취하는마니아비율

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중

K-POP에 대한 마니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Frequency of listening to Korean
music

Frequency Percentage

I hardly hear it 28 8.9
Very often (1-2 times a month) 91 28.8
I often hear 122 38.6
I hear almost every week 60 19.0
I hear almost every day 15 4.7
Sum 316 100.0

<Table 2> Frequency of listening to Korean music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한국음악또는한국가수를접

하게 되는 경로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

타났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음악 또는 한국가수를 주

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하는 것”(40.2%)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중국소비자들은한국드라마를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OST통해 한국 음악을 청취하게 되

며, 또한 한국 드라마 속 삽입된 K-POP을 접하는 경우

가높은것으로해석된다. 또한 “한국예능프로그램을통

해”(26.6%)와 “중국 예능프로그램을 통해”(11.7%)의 응

답이높게나타났다. 즉, 중국소비자들은한국음악을예

능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는 청취형태를

나타내보이고있다. 그밖에 “음악사이트를통해” 한국

음악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류 드라

마에 대한 선호가 한국 음악에 대한 선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cognizing the path of Korean
music or Korean singer

Frequency Percentage

Through chance music sites 52 16.5
Through Korean entertainment
program

84 26.6

Through Chinese entertainment
program

37 11.7

Through the magazine 2 .6
Through Nearby People 13 4.1
Through Korean dramas 127 40.2
Etc 1 .3
Sum 316 100.0

<Table 3> Recognizing the path of Korean music or 
Korean singer

넷째, 중국소비자들의한국음악을청취할때주로사

용하는미디어에대해확인한결과는 <Table 4>와같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음악을 “인터넷”(46.2%)과 “모바

일”(39.9%)을 통해 주로 청취하고 있었다( 86.1%). 그밖

에 “TV” 응답이 9.2%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미디어의 청취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POP에 대한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

는 것이 K-POP 소비증진에 중요한 Key라고 사료된다.

Korean music listening media Frequency Percentage

TV 29 9.2
Radio 4 1.3
Internet 146 46.2
Mobile 126 39.9
CD/VCD/DVD 0 0
MP3/MP4 9 2.8
Etc 2 .6
Sum 316 100.0

<Table 4> Korean music listening media

끝으로, 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 K-POP 가수를선

호하는 순서로 3명을 선택하게 했을 때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K-POP의 스타(가수)의 선정기

준은 이지혜와 유승엽의 연구결과[5]를 토대로 범주를

선정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은 K-POP 가수 중 “소녀시

대”(18.4%)와 “동방신기”(17.4%)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

다. 또한, “EXO”(10.8%)와 “빅뱅”(10.8%)에 대한 선호도

가높았다. 전체적으로 K-POP 가수중가수개인보다는

그룹 가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Preferred K-pop
singer

Preference degree 1st
prefe
rence1st 2st 3st

EXO 34(10.8) 22(7.0) 28(8.9) 3
Dongbangsingi 55(17.4) 35(11.1) 28(8.9) 2
HOT 13(4.1) 14(4.4) 14(4.4) 6
Big Bang 34(10.8) 20(6.3) 22(7.0) 3
Psy 7(2.2) 6(1.9) 5(1.6)
Girls'
Generation

58(18.4) 58(18.4) 42(13.3) 1

Super Junior 16(5.1) 25(7.9) 13(4.1)
AOA 4(1.3) 6(1.9) 5(1.6)
Kim Jong-kook 19(6.0) 12(3.8) 16(5.1) 5
The Rain 12(3.8) 10(3.2) 21(6.6) 7

<Table 5> K-pop singer favorite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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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POP의 특성(음악과 스타(가수))이 한류 
콘텐츠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K-POP의 특성(음악과 한류스타(가수))

이 한류 콘텐츠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
on coefficient

t

B
Standard
Error

Beta

Musical
characteristics
Star (singer)
characteristics

.267

.304

.095

.090

.216

.259

2.820**

3.3973.3973.397***

χ2=38.184, p<.001 R2=.196 **p<.01, ***p<.001

<Table 6>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K-POP on the favorability of Korean 
Wave content

위의 <Table 6>을 살펴보면, K-POP의 특성중 음악적

특성(t=2.820, p<.01)과 스타(가수)특성(t=3.397, p<.001)

모두가 한류 콘텐츠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한류콘텐츠의호

감도를 높이기위해서는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음악의속성즉음악의멜로디와안무, 소재등의표현방

식및가사를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속성을바탕으로

음악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K-POP스타를 대상으로 그들

의 외모를 활용하거나 스타일, 가창력 및 댄스능력을 강

조하는 한류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대변한

다고 할 수 있다.

4.3 K-POP의 특성(음악과 스타(가수))이 
    청취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K-POP의 특성(음악과 스타(가수))이

K-POP의 청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는 <Table 7>과같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
on coefficient

t

B
Standard
Error

Beta

Musical
characteristics
Star (singer)
characteristics

.233

.360

.086

.081

.201

.328

2.717**

4.439***

χ2=50.956, p<.001 R2=.246 **p<.01, ***p<.001

<Table 7> The effect of K-POP characteristics on 
listening intention of Korean Wave content

위의 <Table 7>을 살펴보면, K-POP의 특성중 음악

적 특성(t=2.717, p<.01)과 한류스타(가수)특성((t=4.439,

p<.001))도 K-POP 청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중국소비자들에

게 K-POP 청취의도를높이기위해서는한국음악의소재

를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속성으로선정하는것이중

요하며, 또한 K-POP음악의가수가누구인가즉, 중국소

비자들이선호하는가수인가를고려하여 K-POP을 제작

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더불어 K-POP 마

케팅전략을수립할때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한류스

타의외모와가창력및댄스실력등을강조하는것이중

요하다고 판단된다.

4.4 K-POP의 특성(음악과 스타(가수))이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K-Drama의 특성(주제, 제작, 주연배우)

이 한류 콘텐츠를 통한 한국제품의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An Chil Hyun 12(3.8) 25(7.9) 24(7.6) 7
Hong-gi Lee 10(3.2) 18(5.7) 12(3.8)
Lee Jung Hyun 11(3.5) 15(4.7) 18(5.7) 9
BOA 2(.6) 4(1.3) 8(2.5)
Baek Ji Young 10(3.2) 5(1.6) 12(3.8)
Chae Yeon 7(2.2) 22(7.0) 22(7.0)
Lee Hyo ri 9(2.8) 15(4.7) 20(6.3)
Etc 3(.9) 4(1.3) 6(1.9)
Sum 3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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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
on

coefficient t

B
Standar
d Error

Beta

Musical
characteristics
Star (singer)
characteristics

.326

.313

.090

.085

.266

.271

3.626***

3.683***

χ2=57.558, p<.001 R2=.356 ***p<.001

<Table 8>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K-POP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products

위의 <Table 8>을 살펴보면, K-POP의 특성중 음악

적 특성이 한류 콘텐츠를 통한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t=3.626, p<.001). 또한 K-POP의

특성중한류스타(가수) 특성도한류콘텐츠를통한한국

제품구매의사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t=3.683, p<.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중국소비자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제품의 구매의사를 높이기위해서는 한류문화

를선도하고있는한국의음악의소재를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속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한국

음악의 제작방향 또는 기법이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작기법인가를 고려하여 음악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국음악의 가수를 중국소

비자들이 선호하는 한류스타인가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논의
본연구는K-POP의특성즉, 음악적특성과한류스타

(가수) 특성이 한류콘텐츠의 호감도와 K-POP 청취의도

및한국제품구매의사에영향을미치는가를확인하였다.

먼저, K-POP의 특성중음악적특성과한류스타(가수)특

성 모두가 한류 콘텐츠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결과는 한류 콘텐츠의 호감도를 높이기위해

서는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음악의 속성 즉 음

악의 멜로디와 안무, 소재 및 가사를 중국소비자들이 선

호하는속성을바탕으로음악을제작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 K-POP스타를대상으로

의상이나 가창력 및 댄스 등을 강조하는 한류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K-POP의 특성(음악적 특성과 한류스타 특성)

이 K-POP 청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K-POP의 특성중 음악적 특성이 K-POP 청취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K-POP의 특성중 한류스타

(가수)특성도 K-POP 청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결과로볼때중국소비자들에게K-POP 청취

의도를 높이기위해서는 한국음악의 소재를 중국소비자

들이 선호하는 속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K-POP음악의 가수가 누구인가 즉, 중국소비자들이 선

호하는 가수인가를 고려하여 K-POP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K-POP 마케팅전략

을수립할때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한류스타의외모

와 가창력 및 댄스실력 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K-POP의 특성(음악과 스타)이 한국제품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K-POP의 특성중 음

악적 특성이 한류 콘텐츠를 통한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K-POP의 특성중 한류스

타(가수) 특성도한류콘텐츠를통한 한국제품구매의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중국소비자들에게

K-POP을 통해 한국제품의 구매의사를 높이기위해서는

한류문화를선도하고있는한국의음악의소재를중국소

비자들이 선호하는 속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한국음악의 제작방향 또는 기법이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작기법인가를 고려하여 음악을 제작하는 것

이중요하다. 더불어한국음악의가수를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류스타인가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 K-POP의 특성을음악특성과

한류스타 특성으로 구분한 후, 이러한 K-POP의 특성이

한류콘텐츠의 호감도와 K-POP 청취의도 및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다. K-POP의

특성중 음악특성과한류스타(가수) 특성 모두가중국소

비자들에게한류콘텐츠의호감도와 K-POP 청취의도및

한국제품 구매의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K-POP특성중 한류스타(가수)특성이

음악 특성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앞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들에서 모두

음악특성의 Beta 계수보다 한류스타(가수)속성의 Beta

계수 값이 높은 것으로 인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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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중국소비자를목표집단으로제작하는K-POP의

제작자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할제작요소는음악

적요소와가수속성모두를고려해야한다는점을시사

한다. 더구나, 중국소비자들은 K-POP을 청취하는 중요

한요소중에하나는음악적속성뿐아니라중국소비자

들이 선호하는 가수가 선호하는 가수일 경우 K-POP을

청취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K-POP의 특성

을 음악적 속성과 가수 특성만으로 국한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향후에는 각각의 K-POP

특성을 좀 더 세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하겠다. 즉, K-POP의 음악적특성을단순히음악특성

이라고구분하지않고세분화하여중국소비자들이선호

하는멜로디는무엇인가? 또는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

안무는 무엇인가?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K-POP의

소재는무엇인가? 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가사의특징

은 어떠한가? 등의 구체적인 특성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K-POP 특성을한국제품구매

의사와 직선적인 관련성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향후 연

구에서는 K-POP특성이한국제품구매의사에영향을미

치는 구조적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후 모델검증

연구를진행하는것도필요하다고하겠다. 이외에본연

구결과 해석 시 최근 한국 내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항

항류현상등정치적인문제등을감안한해석이요구된

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 대상에 대한 제한점도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중국소비자들을 세

분화하여도시와농촌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는 본 연

구결과는 K-POP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에게 중국소비자

들을 목표로 할경우 K-POP의 제작방향에 대한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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