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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preference for Korean cultural products

(Korean talent, K-pop songs, TV dramas, and movies), for Korean fashion products, and their purchase

inten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s national brand image and Chinese fashion leadership with

the three variables was investigated. Data was collected from 580 Chinese in Dalian, Chin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correlations, reliability, and AMOS for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K-pop songs, TV dramas, movies, and fashion

products showed that the Chinese had a positive response and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each item was

similar. Second, the Chinese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movies, and TV dram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In addition, the Chinese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tions of Korean fashion products. Third, the Chinese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and fashion product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fashion leadership. In add-

ition, the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movies, TV dramas, K-pop songs, fashion products, and purchase

intentions had the same positive relationship with Korea's national brand images. This study examined from

a structural aspect how the preferenc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ducts affec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fashion products. This study explored that the preference for Korean cultural products tran-

scended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popular culture with a subsequent national industr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 that improved the national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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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한국문화

상품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상품선호도가 국

가적 및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상품선호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

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

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선호

가 한국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다는 연구들이 있는데(Kim et al., 2008; Liu, 2005; Sun,

2007), 한국문화상품은 한국상품의 구매의도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

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상품 선호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

중문화가 확산되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드라마, 영

화, 가요, 스타 등의 대중문화 선호들이 주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상품을 찾

거나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Ko et

al., 2005). 한국 TV드라마, 음반, 영화 등 한국문화상품

들이 현지인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일차적

으로는 한국 TV드라마, 음반, 영화와 같은 순수문화상

품들의 더 많은 수출증가를 가져오는 유·무형적인 효

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TV드라마와 영화의 내용

중에 등장한 유형문화상품인 패션과 음식 등 다양한

문화상품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의 순수문화상품

이 아닌 한국상품 전체에 대한 구매욕구와 상품의 품질

에 대한 만족감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가수나

연예인이 착용한 각종 액세서리·화장품·헤어스타일·

패션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그와 관련된 산업

상품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대중문화 및 각종 한국과 관련된 음

식, 패션, 언어, 게임 등을 선호하는 현상을 이른바 한

류라고 일컫는다. 대중문화로부터 비롯된 한류가 단순

히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확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국내 기업들의 이미

지, 브랜드, 상품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Ko et

al., 2005). 중국의 경우 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정책 등이 결합되

면서 한국문화와 상품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중국인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대중문화상품이 중국 국내 매

체에서 자주 상영됨에 따라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문화상품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상품선호도와

상품구매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으나(Hwang et al., 2008; Kim et al., 2008; Liu, 2005;

Sun, 2007), 대부분 그 범위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류상

품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른 관계구조에 대한 파악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상품 유형에 따른 선호도

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상품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

여 상호간 선호도와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 및 국가브

랜드 이미지,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는 것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 간의 교류 증대에

따른 영향과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국문화상품 유형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상

품(가요, 스타, 드라마, 영화)과 한국유형문화상품(패션

상품) 사이의 선호도관계, 그리고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가요, 스

타, 드라마, 영화)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 선호도 및

구매의도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 이들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유행선도력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

다. 그리하여 국가적·경제적 차원에서 한국패션상품

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화하는데 도움을 제공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대중문화상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하면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

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문화의 영역

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산업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 정의로는 문화산업의 모든 결과

물을 뜻하기도 한다(2002 문화산업백서 [2002 A cultural

industry white paper], 2004). 다시 말해서 문화상품은 기

본적 삶의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 단계의 상품으로 인간

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유상품이며,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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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상품의 개념이다. 그러므

로 전통상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신발, 생활용품 등이

모두 문화상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Choi, 2002).

한국문화상품이란 유·무형의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문화적 가치가 상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부가가치

를 높여주게 되는데, 한국문화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측

면의 문화상품화를 의미한다. 국경 없는 사회에서 문화

상품 수출은 경제적 부의 증진과 문화적 가치를 이식

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

를 세계 속에 알려, 국가이미지 제고가 가능함은 물론

문화상품의 근간이 되는 지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공

산품을 비롯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직결된다

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특수산업으로 국제친선, 문

화교류 및 국가홍보 전위대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Pak, 2002).

‘한류(韓流)’는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적인 선호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며(Ko et al., 2005),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베트남·홍콩·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Kim, 2002). 초기에는 한국대중문화의

유행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선호현상’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한류는 대중

문화 유행단계로 시작하여 파생상품 구매단계, 한국상

품 구매단계, ‘한국’ 선호의 단계로 발전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경우, 한류열풍이 상

당히 진전되어 있는 한국상품 구매단계이나 한류를 경

계한 중국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Ko et al., 2005). 중국인의 한국대중문화상품 선호현

상은 자국 콘텐츠의 부족으로 외국문화상품에 눈을 돌

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한류돌풍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국민생활수준도 큰 폭으로 향상되어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런데 중국 자체의 대중문화상품은 공급에 제약이 있어

외국에 눈을 돌리게 되고 한국문화콘텐츠가 적시에 공

급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통을 공유하고 문화

적으로 친근감이 큰 한류는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대

안이 되었다(Kim, 2002; Liu, 2005; Liu, 2008; Shin,

2005). 중국인의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는 처음에

는 드라마, 영화, 가요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바둑,

출판, 패션, 음식, 헤어스타일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

되고 있다(Shin, 2005).

다양한 한국문화상품을 경험하는 감각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문화상품의 유형을 유형적인 것

과 무형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Kim

et al., 2008; Lee, 2009). Kim et al.(2008)은 한류의 유

형을 스타, 가요, 드라마, 영화와 같은 비촉지적 한류

(intangible experience)와 패션과 음식 같은 촉지적 한

류(tangible experience)로 구분하였는데, 한류유형 간

의 상관관계분석에서 패션과 음식은 스타, 가요, 드라

마, 영화 등과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관계성을 보였다.

이러한 한류의 유형 구성요소 중 영화, 패션, 음식만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Lee(2009)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시청각 자극

을 일으키는 무형적 한류와 시청각 자극뿐만 아니라

촉각과 미각의 자극까지 포함하는 패션과 식품과 같은

유형적인 한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한국대중문화와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도로

인하여 한국패션상품의 이미지도 상승하면서 관련된 상

품의 구매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류를 통해서 중국 신세

대들의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상승되었

음을 알 수 있다(Kim & Park, 2004). Liu(2008)에 따르

면 중국인 신세대는 한국문화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

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한류대중문화 선호도

에 대해 호의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Hong and Liu(2009)에 의하면 중국여대생들은

한류선호가 비교적 높았으며, 한류를 선호할수록 한국

패션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브랜

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활용된 문화상품 유형은 Kim et al.(2008)

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패션, 영화, 드

라마, 가요, 스타이다. 이들 5개 유형의 한국문화상품

은 크게 유형적인 것(패션)과 무형적인 것(영화, 드라

마, 가요, 스타)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2. 구매의도

소비자는 특정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미래행동에 대

한 의지를 표현하게 되며 제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구매의도라 한다(Min et al., 2010). 소비자는

평가에 뒤이어 행동하려는 의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구

매의사결정 모델에 따르면, 구매의도는 실제 구매의

즉각적인 결정요소가 된다. 소비가 행동의도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마케터에게 매력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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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들의 구매의도를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런 정보는 수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매의도는 실제 행동에 대한 ‘대리

인’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Engel et al., 1986). 또한 구

매의도는 소비자 개개인의 기질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의 영향을 받으므로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면 구매행동을 예측하기 위

해 구매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 피쉬바인 확장 모델에

서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고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예측하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Lim et al., 1998).

한류열풍 때문에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

가하고 있다(KOTRA, 2005).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

화를 접한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상품에 대해 호

감을 갖게 되고, 중국신세대들의 한국산 의류나 액세

서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Kim & Park, 2004). 또

한국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매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국상품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ark & Zhang, 2005). Kim et al.(2008)의 연구에

서 한국상품의 구매의도에는 가요, 패션, 음식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촉지적 한류로 구분된 패

션과 음식은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상품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Liu(2005)에 의하면 한

국 TV드라마의 “표현성”과 “정서성”뿐만 아니라 “소

재성”도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한류의 중요한 경쟁요소는 한류의 외적인 화려함

즉 “표현성”과 내적인 동양적인 정서 즉 “정서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한국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의 구

매의도에도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ong and Liu(2009)에 의하면 중국 청도의 여대생들은

한류를 선호할수록 한국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

이고 이를 매개로 한국브랜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un(2007)의 연구에서는 한류 유형 중에서

한류 “패션”, “음식”, “가요”, “스타” 순으로 한국상품

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대중음악에 대

한 선호가 한류(한국대중문화)호감도, 한국호감도, 한

국관광·한국어·한국태권도와 같은 문화상품의 구매

의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호감도가 한국호감도의 매개를 거쳐 한국문

화상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한류호감도가 한국문화상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한계적으로만 유의하게 나

타났다. Jung(2006)에 의하면 한류지각이 한류 파생상

품과 일반상품 구매 정도, 한국관심도 및 한국제품이

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의 한류현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문화

적 현상이며 그 영향력 또한 중국신세대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패션상품에 대

한 관심과 선호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Kim & Park, 2004). 선행연구들(Hong & Liu, 2009;

Hwang et al., 2008; Jung, 2006; Kim et al., 2008; Liu,

2005; Sun, 2007)에서 한류, 한류선호나 한류지각변인

은 가요(음악)·가수·스타·드라마·영화·패션·음

식 등의 선호도나 인지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류 즉, 한국문화상품은 직접적

으로나 간접적으로 한국상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행선도력

유행선도력이란 유행과정에 있어서 혁신적 상품의

수용력이나 대중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힘이

라 정의되며, 이러한 특성을 강하게 가진 소비자를 유

행선도자라 한다(Bae, 1989). 유행선도자(fashion leader)

에는 유행혁신자(fashion innovator), 유행의사선도자

(fashion opinion leader), 유행혁신적전달자(fashion inno-

vative communicator)가 있다(Ree & Rhee, 1989). Baum-

garten(1975)은 혁신자와 의사선도자의 이중역할을 하

는 사람들을 혁신적전달자라고 명명하였다. 유행선도

자는 유행을 전파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사람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직접 구매하는 동시에

타 소비자의 채택을 자극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Cho & Koh, 2001; Song &

Hwang, 2008).

유행선도력은 혁신성과 의견선도력의 두 가지 차원

으로 구성된다(Cho & Koh, 2001; Hong & Liu, 2009;

Song & Hwang, 2008). Yi(1989)는 혁신성과 의사선도

력을 합하여 유행선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소비자가 새로운 아

이디어나 제품을 상대적으로 빨리 채택하는 정도를 뜻

하며, 의견선도력(opinion leadership)이란 소비자가 다

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관한 정보와 충고를 주

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Rogers, 1983; Rogers

& Shoemaker, 1971). 선행연구들(Cho & Koh, 2001; 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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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e, 1989)은 이러한 유행혁신성과 유행의사선도

력으로 유행선도력을 측정하여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의 정도에 따라 혁신적전달자, 혁

신자, 의사선도자, 추종자, 무관심자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유행선도력이 높은 유행선도자들은 유행에 대한 관

심이 높고 유행제품을 먼저 구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조언과 정보제공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

국소비자들의 유행선도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

었으나,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문화 전

반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가 높을 것임으로 한류에 대

한 호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가시성이 높은 유형

의 문화인 패션문화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Hong & Liu, 2009). Hong and Liu(2009)는 중국여대생

을 대상으로 유행선도력과 한류선호에 따른 한국패션

브랜드 구매행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유행선도력이

높은 중국여자대학생들이 한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한류를 선호할수록 한국패션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호의

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호의

적일수록 한국브랜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Park

and Zhang(2005)의 연구에서 한국상품 구매경험이 있

는 중국인들은 비구매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국상

품을 높게 평가하였고 특히 디자인과 색상을 유의하게

더 높이 평가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유행선도력이

높은 중국소비자들의 경우는 한국패션상품에 대해 호

의적일 것이다.

4. 국가브랜드 이미지

이미지는 여러 원천에서 나온 정보를 처리하여 형성

되는,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total perception)이다

(Assael, 1992).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브랜드 연상이 반영되어 저장된 브랜드에 대한 지각이

다(Keller, 1998). 또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의미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와 과거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Assael, 1992). 국가이미지는 이미지란 개념

을 국가라는 차원으로 투사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

식되는 한 나라의 국가적 이미지를 뜻한다(Kim, 1999b).

마케팅의 관점에서 Nagashima(1970)는 국가이미지를

특정 국가의 제품에 부여하는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심

상, 명성, 고정관념이라고 하였고, 국가의 대표적 제품

이나 국가특성, 경제 및 정치적 환경, 역사, 전통 등의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국가이미지는

넓은 의미로 국가라는 대상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는 주

관적인 신념과 아이디어 그리고 인상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Min et al., 2010). 

국가브랜드는 브랜드의 개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으

로 한 국가의 자연환경, 국민, 역사, 문화, 전통, 정치체

제, 경제수준, 사회안정, 제품, 서비스 등의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내외국민에게 의도적

으로 심어주고자 기획된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9). 다시 말해 국가브랜드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집단이나 제품, 서비스를

식별하고 다른 국가와 구별되도록 의도된 이름 및 이

에 따른 용어, 기호, 심벌, 디자인 또는 이것들의 조합

을 의미한다. 이는 국명, 국기, 국화, 국가, 원산지 표기

명칭 등이 모두 포함되며, 한 국가의 이미지, 신뢰도,

호감도 등 모든 것을 대변하는 종합적인 가치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란, 특

정 국가가 가지는 이미지와 국가브랜드의 전략적 활동

에 의해 부여되는 국민, 기업, 정부, 상품 등과 관련된

국가브랜드 자산의 총체를 말한다(Cho et al., 2004).

국가를 브랜드로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브랜드

이미지 역시 기존 브랜드와 관련된 의미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신호창(as cited in Kim, 2007)에 의하

면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국가이미지를 마케팅 관점에

서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

는 인식태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브랜

드 이미지는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느끼는 유·무

형 가치들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국가품격의 인지도라

고 할 수 있으며 상품브랜드가 기업의 경쟁력이듯 국

가브랜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Min et al., 2010). 한편 박종식(as cited in Kim, 2005)

은 국가브랜드 이미지란 국가 혹은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 묘사, 혹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

으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한 국가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종합적이고 누적적인 심

상이라고 하였다.

마케팅 환경에서 이미지가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유

는 이미지가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

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갖

는다. 소비자는 상표·점포·제품 등 여러 가지에 대하

여 이미지를 가지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소비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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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끼친다(Lim et al., 2001). 

많은 연구들이 한류가 국가브랜드 이미지 혹은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Lee(2009)는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류제품

에 대한 인식이 한국국가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한국국가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국가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는 식품 및 의류디자인과 같은

유형적(tangible) 한류가 영화·드라마와 같은 무형적

(intangible) 한류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Sun(2007)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

르면 한류유형 중 음식과 스타가 국가이미지인 국가선

진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

음식, 영화가 국가이미지인 국가개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2005)의 중국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류 TV드라마

이미지의 표현성과 정서성이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6)는 베이징과 상하이

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류접촉 전과 후를

비교하였는데, 한류접촉 전에 비해 접촉 후 국가이미

지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Jung(2006)의 중국인 대

상연구에서는 한류지각이 한국관심도를 매개로 국가

이미지인 한국인 이미지와 한국제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제품 이미지에는 한류지

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

석(as cited in Min et al., 2010)은 중국소비자를 중심으

로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후광모형을 제시한 연구에서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신념과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류는 문화와 관련한

상품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ung, 2006; Lee,

2009; Lee, 2006; Liu, 2005; Sun, 200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 활용된 한국문화상품은 패션, 영화, 드라

마, 가요, 스타의 5개 분야이며, 이 분야 가운데 무형적

한국문화상품(스타, 드라마, 영화, 가요)에 대한 선호가

유형문화상품인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와 구매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

국의 무형문화상품과 유형문화상품에 대한 선호가 한

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

하고자 하며, 중국인의 유행선도력과의 관계도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문제 1.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스타, 가요,

드라마, 영화)에 대한 선호도와 한국패

션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 선호도가 한

국패션상품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한국무형문화상품 선호도가 한국패

션상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다.

2-2.한국패션상품 선호도가 한국패션상

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연구문제 3.중국인의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도

와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 유행선도력

및 한국국가브랜드 이미지 사이의 관계

를 알아본다.

3-1.한국문화상품 선호도와 한국패션상

품 구매의도 및 유행선도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3-2.한국문화상품 선호도와 한국패션상

품 구매의도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본 연구문제 중 중심주제인 연구문제 2의 인과적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상품 : 물질적인 문화상품으로 인쇄매체,

관광상품, 특산품, 패션상품 등을 포함하며, 커뮤니케

이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손 등 피부를 통해 지

각되는 정보를 말한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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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상품 : 비물질적인 것으로 영상매체, 문화

적 이미지, 관광자원, 이벤트, 축제, 공연 등으로 이루어

진다.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보면 접촉(매스미디

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로서 주로 매스미디어를 활용

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말한다. 즉, 한국가요·스타·드

라마·영화 등이 해당된다.

3) 구매의도 : 그 상품을 사용 혹은 구매하는 데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4) 유행선도력 : 유행과정에 있어서 혁신적 상품의 수

용력이나 대중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힘을 말

한다.

5) 국가브랜드 이미지 :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제품

이나 국가의 특성, 경제적 및 정치적 배경, 역사 및 전

통과 같은 변인에 의해 형성된 개념으로 정의한다.

2. 측정도구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

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으며,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들(Kim, 1999; Kim,

1999a, 1999b; Sun, 2007)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

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만들어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상의 차이는 없는지 교차

확인을 하였다. 한국문화상품 선호도로 한국스타·한

국가요·한국드라마·한국영화·한국패션상품 선호도

를 각 3문항씩 측정하였는데, ‘나는 한국스타가 좋다’,

‘나는 한국스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나는 한국스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와 같은 내용으

로 측정하였고,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는 한국패션브

랜드를 구매하고 싶다, 구매할 계획이 있다,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3문항을

측정하였다. 유행선도력으로는 ‘나는 새로 나온 스타

일을 구입하는 일을 즐기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를 포함하는 10문항을,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한국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7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모

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수로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학력, 월평

균수입(위안화)과 직업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설

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Cron-

bach's α계수로 검정하였고 문항수가 적은 것을 고려

할 때 모두 만족할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문화상품이 중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20~30대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거주하

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대련시는 중국의 5대 대외무

역도시 중 하나로, 중국의 중요한 항구, 공업, 관광도시

이며, 동북3성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구매력이 가

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련은 국제패션축

제의 연례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신흥패션도시로,

Sohn et al.(2003)에 의하면 중국의 대련 거주자가 상해

거주자나 북경 거주자보다 한국산 패션제품의 보유품

목비율이 높았으며 보유품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또

한 대련과 북경지역은 상해지역보다 한국산 패션제품

의 값이 저렴해 경제성이 있다고 인지하였다. 대련시

의 이러한 특성과 함께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직접 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검토하고 정교화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중국 요녕성의 대련시에 거주

하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75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86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5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관계 및 신뢰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AMOS를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피험자의 나이는 20대가 338명(58.3%), 30대가

242명(41.7%)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자

Table 1.  Questionnaires

Variables Items
Cronbach's

α

Preference

for Korean

cultural

products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3 .67

Preference for K-pop songs  3 .58

Preference for Korean TV

dramas
 3 .69

Preference for Korean movies  3 .58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3 .62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fashion

products
 3 .57

Chinese fashion leadership 10 .77

Korea's national brand image  7 .88

Demographics  6

– 212 –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련지역을 중심으로- 87

(34.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20.9%),

대학교 재학(18.1%)으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았다.

직업은 학생(3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위안화)은 3,001~5,000원(58.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5,001~10,000원(25.3%)의

수입이 많았다. 성별은 남자 37.1%, 여자 62.9%로 나타

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69.6%, 기혼 30.2%, 이혼 0.2%

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 선호도

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스타, 가요, 드라마, 영

화)에 대한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중국인은 한국무형문화상품(스타, 가요, 드라마, 영

화)에 대한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에서

평균 3.64점 이상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사한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Sun(2007)

의 연구에서도 한류 드라마, 패션, 스타, 가요, 영화, 음

식에서 평균 3.49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고, Hong and

Liu(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선호

도가 평균 3.56점 이상으로 나와 중국인의 한국문화상

품에 대한 선호도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과 한국패션상품 선

호도와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 사이의 인과적

관계

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

패션상품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한국패

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OS를 이용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Fig. 2>와 같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MIN=27.269, GFI=0.985,

AGFI=0.921로 나타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Table 3).

분석결과, 중국인의 한국스타, 한국드라마, 한국영화

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한국패션상품 선호도가 한국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드라마와 영화, 스타의

시각적 무형문화상품이 시각적 유형문화상품인 패션

상품 선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ng and Liu(2009)의 한류선호 측정문항에는 한국드

Table 2.  Preference for Korean cultural products

                                                                                (n=580)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3.75 0.626

Preference for K-pop songs 3.77 0.660

Preference for Korean TV dramas 3.72 0.680

Preference for Korean movies 3.64 0.671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3.71 0.655

Table 3.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C.R. P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088 .092 2.231 0.026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 Preference for K-pop songs .028 .028 0.721 0.471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 Preference for Korean TV dramas .263 .254 6.641 0.000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 Preference for Korean movies .155 .152 3.935 0.000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fashion products ←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216 .226 5.325 0.000

CMIN=27.269, p=0.000, DF=4, GFI=0.985, AGFI=0.921

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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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한국영화·한국가요 선호도 문항이 포함된 것이

며, 그 결과, 한류선호가 한국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국패션브랜드의 지

각된 품질과 한국패션브랜드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패션상

품 선호도를 거쳐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8)의 결과에서도

비촉지적 한류(무형문화상품)인 스타, 드라마는 촉지적

한류(유형문화상품)인 패션을 매개로 하여 한국상품 구

매의도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비촉지적 한류인

스타와 가요는 촉지적 한류인 음식을 매개로 하여 한국

상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가요와

영화는 한국상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가요가

한국패션상품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므로 한

국가요를 좋아하는 것은 그 노래 소리를 좋아하고 가수

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가요는 스

타, 드라마, 영화와 달리 시각적 문화상품이 아니므로

한국패션상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국시장에서의 한국문화상품 선호도, 한국패

션상품 구매의도, 유행선도력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스타, 가요, 드라마, 영화, 패션

상품에 대한 선호도,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와 유행선

도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중국인의 유행선도력과 한국문화상품 선호도와의 상

관관계는 한국스타, 한국패션상품 선호도와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약하였다. 중국

인의 유행선도력과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 사이에서

도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 중국인은 유행

선도력이 높을수록 한국스타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

선호도,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한국패션브랜드 구

매의도가 높게 나타난 Hong and Liu(2009)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중국인의 한국문화상품과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

호도 및 구매의도는 한국국가브랜드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중

국인은 한국무형문화상품(스타, 가요, 드라마, 영화) 선

호도와 유형문화상품인 한국패션상품 선호도가 높을

수록 국가브랜드 이미지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한국드라마 선호도와 국가브랜드 이미지

와의 상관관계계수가 거의 일치를 이루고 있어 문화상

품 중 드라마와 패션상품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

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브랜

드 이미지와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도 유의한 정적 관

계를 나타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게 평가할수록 한

국패션상품 구매의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Liu(2005)의 연구에서 한류 TV드

라마의 표현성과 정서성 요인이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un(2007)의 연구에서는 한

류유형 중에서 스타, 영화, 패션, 음식이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로써 한류문화상품이 국

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인의 한국무형문화상품 선호도가 한

국패션상품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이 유행선도력과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일반적 시각에서

한국문화상품 선호도와 한국상품 구매의도의 직접적

관계를 고찰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구체적 시각에서

문화상품을 무형문화(드라마, 영화, 스타, 가요)와 유형

문화(패션상품)로 분류하고 그들 사이의 직, 간접적 관

Table 4.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Variables

Preference for Korean cultural products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fashion products
Preference for

Korean talent

Preference for

K-pop songs

Preference for

Korean TV dramas

Preference for

Korean movies

Preference for Korean

fashion products

Chinese  fashion

leadership
.106** .021 .037 .040 .088* .562***

Korea's national

brand image
.117** .082* .990*** .121** .306*** .22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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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은 한국스타·한국가요·한국드라마·한

국영화와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에서 모두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중국인의 한국스타, 영화, 드라마의 선호도는

한국패션상품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패션상품 선호도는 한국패션상품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인의 한국스타와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선

호도는 유행선도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한국스타·가요·드라마·영화와 한국

패션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인의 유행선도력과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한국패션상

품 구매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련지역의 중국인들은

한국스타·가요·드라마·영화와 같은 한국무형문화상

품을 선호하며, 한국무형문화상품을 선호할수록 유형

문화상품인 한국패션상품도 선호하고 구매의도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상품을 선호할수록

한국국가브랜드 이미지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Hong & Liu, 2009; Liu, 2005; Sun,

2007)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중국 내 다

른 지역의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상품을 선

호할수록 패션상품 선호와 구매의도가 높고 한국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무형문화상품 선호도가 가져올 수 있

는 경제적 영향을 한국패션상품의 구매의도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본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국문화상품 선호가 단순한 대중문화현상의 의미를 넘

어 국가중요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유발

과정에서 국가브랜드 이미지 개선도 가져올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마케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대련지역의 한국무형문화상품 선호도를 활

용하여 드라마, 영화 제작시부터 체계적인 PPL 전략을

수립하면 한국패션상품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다. 다수의 팬 층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스타를 마케팅에 이용하여 유행선도력을 활용함으로

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에서의 한국무형문화상품은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하

더라도 불가능할만큼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하면 한국드

라마, 한국패션을 떠올리게 되는 보통의 중국인들에게

그 자체가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 및 한국패션산업 관련자들에

게 문화활동과 일반상품 구매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문화 관련 업계의 경

우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기업들의 경우 문화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노력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중국 대련에서만 조사한 것으로 중국국토

가 광활하고 각 지역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인 한국무형문화상품 선호도가 한국패션

상품 선호도와 한국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의 일

반화와 관련하여 표본이 비교적 젊은 층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한국무형문화상품과 관련된 여러 장르 중

드라마, 영화, 가요, 스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한국

유형문화상품 중 패션상품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중

국에 진출해있는 여러 산업 중 패션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상품 선호현상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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