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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국에서 한류는 국의 경제발 과 더불어 자국민의 사회⋅가치 이 변화하면서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자국의 문화 콘텐츠의 부족을 한국의 드라마를 주로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문화가 국에서 범 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국 륙과 만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역 <별은 내 가슴에>가 방 되면서 부터이다. 한, 국 CCTV1을 통해 

방 된 <사랑이 뭐길래>가 국 외화 시장에서 2 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국 시청자들의 

본격 인 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MTV를 통해 한국 음악이 만 홍콩을 

시작으로 화권에 속히 되었고,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국 언론이 ‘한류’라는 용어를 

확  사용함으로써 더욱 증폭되었다(손승혜, 2009).

이처럼 창기 한류는 드라마를 심으로 2000년  반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다소 침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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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2000년  후반부터 아이돌 그룹 등 한국의 음악을 심으로 하는 한류가 생성되

기 시작했다. 이후 아이돌 그룹을 심으로 한 K-POP의 인기는 아시아와 북미, 남미, 유럽권으

로 확 되기 시작했다. 이를 각종 보고서와 미디어는 ‘한류의 재 화’라는 의미를 두면서, 

새로운 한류라는 의미로 신한류라고 지칭하 다(신 , 2005). 신한류는 이 에 특정 지역에 

머물러있던 한류에서 벗어나  세계 으로 동시 다발 인 반응을 일으키는 문화가 되어 

웹에 의해 소비하는 세 인 10-20  주류를 넘어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한류라는 의미로 

새롭게 지칭되고 있다(최주열, 2006). 

한류에 한 학술  연구와 논의는 2000년 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기에는 한류

실태 악, 한류의 이해, 한류의 원인 악 등 한류에 한 사회⋅문화  이해와 심에서 

출발하 다. 이후 한류에 한 연구들은 한국드라마를 심으로 한류와 외국인이 한국 상품(문

화 상품, 정보 통신 제품, 패션, , 음식 등)에 한 구매 의도, 태도나 인식 간의 계를 

고찰하는 연구들(김미주⋅김성섭⋅박제온⋅김도윤, 2010;이연정, 2006;이문 , 2006;이익수, 

2011;이재화⋅양희, 2011;한은경, 2005;황인석⋅김 ⋅안성아, 2008)과 한류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양은경, 2003;유세경, 2005;윤재식, 2004;이문행, 2005) 등 한류의 경제  효과와 

활용측면으로 환되었다. 한, 특정 국가를 상으로 한 한류의 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특히 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수용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의 이용이 

한국 문화, 한류, 한국에 한 평가와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효과연구들이 

주를 이룬다(유세경⋅고민경, 2006; 이 웅, 2003;허진, 2002).

이처럼 한류 련 연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K-POP으로 시작된 신한류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류 심 콘텐츠인 드라마와 신한류의 심콘텐츠인 K-POP을 심으로 국인을 

상으로 한국과 한류에 한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국은 한국 드라마를 심으로 한류라

는 용어가 처음 생겨난 한류의 발원지이자 한류 열풍이 가장 뜨겁게 불었던 곳이며, 그에 

한 역풍으로 반한류 는 항한류가 처음 생겨났고 가장 강하게 분출된 곳이기도 하다(윤경우, 

2009). 그러나 최근 K-POP이 국 최 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한일 음악 순  10  

내에 7곡을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다시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변미 , 2011). 

즉, 한류에 한 강한 반발로 주춤했던 한류열풍이 K-POP의 주도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심으로 한 한류 연구를 벗어나 이제 음악 K-POP를 

상으로 한 신한류에 한 학문  심이  다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음악을 표하는 K-POP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 퍼지고 있는  시 에

서 국인의 한국 음악과 드라마의 수용 황을 분석하고 국인의 한국 음악과 드라

마의 이용이 한국과 한류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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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1) 한류에서 신한류로: 신한류의 배경 및 정의 

한류란 국, 일본, 홍콩, 만, 베트남 등지에서 은 청소년들을 심으로 한국의 문화

와 인기 연 인들을 동경하고 추종하며 배우려고 하는 문화 상(한국 공사, 2003), 혹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   사회⋅문화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한 욕구 증 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질  향상으로 한국 문화에 한 선호 상의 확산이라고 정의된

다(정정숙⋅신 철⋅심 ⋅이원범⋅채지 , 2007). 

한류는 1997년부터 재까지 3단계를 거치면서 발 되어 왔다(고정민, 2009). 한류열풍은 

화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97년에 <사랑이 뭐길래>가 한국드라마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 국 채 인 CCTV1에서 방 되었다. 당시 방 되던 외화  2 를 차지하며 

4.3%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고, 채 6에서 황 시간 인 9시에 앙코르 방송까지 이어지면

서 국 역에 한국 드라마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 <별은 내 가슴에>, <사랑을 그  

품안에>, <의가형제>,<애인> 등의 한국드라마가 국을 비롯하여 만, 베트남으로 옮겨가

면서 히트를 하게 되고, 클론⋅H.O.T를 심으로 한 한국 스음악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2000년  반까지 화권을 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스음악이 해외 소비자들

에게 강한 인상을 주며 인기를 얻었던 것이 한류 1기라 할 수 있다(고정민, 2009).

이후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일방 인 한류의 인기 때문에 지의 자국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들과, 한류⋅일류⋅화류의 경쟁심화, 콘텐츠 개발부족으로 인한 한류드라마들의 

비슷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인해 한류침체기가 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소개된 배용  

주연의 <겨울연가>는 이를 해소시켰고 일본에서 선풍 인 인기를 끌어 ‘욘사마 열풍’을 만들

어냈다. 한 이 애 주연의 < 장 >은 나아가 국, 홍콩, 동남아, 앙아시아, 아 리카, 

동유럽까지 한국 드라마를 알리기에 이르 다. 이처럼 드라마 <겨울연가>와 < 장 >의 

인기로 한류 드라마가 크게 부각되는 시기를 한류 2기라 할 수 있다(고정민, 2009). 

2000년  반 이후 한류 콘텐츠의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외국의 수입업자들이 이에 

반발하는가하면, 각국 정부에서는 지나친 한류 붐을 견제하고 자국 문화의 보호를 해 반한류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한. 지의 소비자들도 반한류 정서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류의 

주요국인 국, 일본에서의 한류 붐이 주춤하 으나 앙아시아 등에서는 한류가 새롭게 시작

되었다. 이에 한류의 지속화에 한 노력과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두되었고, 2008년에 K-POP이 본격 으로 일본 진출을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한류의 심이 되었다. 특히 스마트 폰이 화 되면서 페이스 북이나 유튜  등의 SNS를 

통해 K-POP이  세계 으로 빠르게 되었다. 많은 곡들이 수천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

고 유튜 는 동 상 장르에 ‘K-POP카테고리’를 추가하기에 이르 다(김진이, 2012). 이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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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3기라 할 수 있는데(고정민, 2009). 2000년  반까지 드라마 심의 한류에서 이후 

아이돌 그룹 등 K-POP 심의 한류가 생성되기 시작한 이 시기를 신한류로 명명하고 있다(변미

, 2011). 

신한류는 한류가 K-POP을 심으로 앙아시아, 아 리카, 미국 등지로 확장되는 단계로서 

디지털에 익숙한 10 와 20  사이에서 능동 으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창구를 

통하여 확산, 소비되고 있다. 201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는 약 41.6달러로 신 한류의 향으

로 년 비 29% 큰 폭 성장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악분야는 149.8% 성장했다. 한류의 

경제  효과는 2010년 4조 9,824억 원으로 년 비 26%나 증가되었다. 특히 K-POP이 

이러한 성장에 동력을 제공했는데, 한류지역으로 객도 증가하면서 2011년 방한 객 

역  최다를 기록했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1). 

이러한 신한류와 한류의 차이 은 지역과 콘텐츠, 심 상으로 나  수 있다. 첫째, 지역

인 범 에서 보면, 한류의 경우 국, 만,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앙아시아를 심으로 한류

의 열풍이 일었다면 신한류는 아시아를 포함한 아 리카와 미국 유럽등지까지 세계 으로 

그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심 콘텐츠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한류의 경우 드라마와 

특정 인기스타를 심으로 한국 문화가 심을 받았다면, 신한류의 경우 K-POP과 아이돌 

스타를 심으로 한 한국 문화의 심과 함께 한국 통문화를 포함한 한국문화 반의 

심이 일고 있다. 셋째, 콘텐츠 소비 연령 를 들 수 있는데, 한류의 경우 아시아의 2-30  

여성을 심으로 그 열풍이 불었다면, 신한류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확산으로 

다양한 연령과 남녀모두에게 심을 받고 있다는 이다. 

최근에는 신한류에 한 학문  심도 두되고 있다. 신한류의 주요 콘텐츠로서 K-POP의 

성공요인과 수용에 한 연구(김진이 2012;왕단, 2013;윤정인, 2013;정태수, 2010;채지 , 2011), 

신한류의 황 악과 활성화 방안 연구(변미 , 2011;주호일, 2012)를 비롯해 일부 연구들은 

신한류의 향을 살펴보고자 하 는데, 신한류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향(김주연, 안경모, 

2012a; 서철 , 양진연, 2012), 한국문화경험에 미치는 향(김주연⋅안경모, 2012b), 한국방문

에 미치는 향(김진옥, 김남조, 정철; 2013; 정희진, 이계희, 2010), 한국제품구매(김 형, 2013)

에 미치는 향 등과 같이 경제  효과에 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K-POP이 신한류

의 리더로서, 한류를 표하는 콘텐츠로서 세계 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K-POP

의 선풍 인 인기는 한국이라는 국가 랜드에 우호 인 이미지 형성에 정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K-POP 이용이 한류와 한국에 한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자 한다. 드라마를 심으로 한 기존의 한류 연구들은 드라마의 시청과 드라마에 한 정  

평가가 한국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까지 

이와 련된 K-POP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라마를 심으로 한 기존 

한류 연구들을 심으로 이론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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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과 한국 및 한류에 대한 태도

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드라마를 심으로 한 한류 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TV 드라마 

시청이 한류와 한국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류 드라마를 본 한류 팬들은 한국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해 호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  국인의 한국 TV 드라마 시청 효과를 다룬 시보청(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시청이 한국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드라마의 시청량이 증가할수

록 한국에 한 친근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

록 한국 드라마를 평가  차원에서 감동 이고 재미있으며, 가치있고 수  높은 드라마라 평가하

고 있으며, 활동성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고 개가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에 한 평가는 한국에 해 개방 이고 깨끗하며 강하다라는 근 성 

인식과 문화 이며 친근하다는 친근감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연구들은 국에서의 한국 드라마 시청이 한국에 한 태도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이용  한국 방문의도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를 들어 이 웅(2003)은 국

인의 경우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한국 상품에 한 심이 많아지고 구매의도가 

강해지며, 한국에 한 태도가 더 호의 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한 유재웅(2007)은 한국 드라마 시청량이 국인의 한국에 한 연상과 정서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 결과 한국 드라마 시청량이 직 으로 국인의 한국에 한 호의  

연상, 호의  태도, 호의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구체 으로 

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한국에 해 이고, 신뢰성이 높고, 고 스럽고, 

매력 이고, 강인하고, 정직하다는 연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한국, 한국인에 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한국제품의 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따라 한국에 한 반 인 태도가 좋아진다고 하 다. 그리고 

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한국에 한 방문의향이 강해지고, 한국어에 심

이 생기고, 한국인과 의향이 강해지고, 한국 문화 상품과 일반 상품의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연구는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가 한국에 한 평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황인석과 조은성(2007)은 한국드라마의 만족도가 한국 호감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연구결과 한국드라마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 으로 한국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느낄수록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한국에 한 이미지가 정 이 되며, 한국에 한 흥미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유세경과 고민경(2006)은 한국 드라마에 한 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하 는데, 이 연구에서

는 드라마에 한 평가가 한국에 한 태도  한류에 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향을 함께 



56  ｢한국언론정보학보｣ 2014년 , 통권 6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 드라마를 평가하는데 있어 국인들은 한국 배우들의 외모, 연기력

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인 평가는 한국이나 한류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국 시청자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한류스타가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 으로 한국 드라마의 시청이 한국이나 한류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여 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에 한 평가가 정 일수록 한국이나 한류에 한 태도가 정 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국인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과 드라마에 한 평가는 한국에 한 호감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국인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과 드라마에 한 평가는 한류에 한 호감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K-POP 관련 선행연구 검토

최근 K-POP(Korean Popular Music)이라 명명되는 한국 음악은 한류 주요 소비지 던 

동남아시아를 넘어 문화 선진국으로 로벌 문화를 이끈 유럽, 미국에서 역량을 확인하며 

 지구 으로 큰 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 인 심과 함께 K-POP에 한 학술  

연구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K-POP의 성공요인을 악하거나 K-POP의 선호요인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연구 상 한 유럽과 

미주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  K-POP의 선호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승혜(2012)는 유럽의 한류와 K-POP 

팬덤 형성과정을 랑스 지에 있는 한류 동호회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유럽의 

이팝 팬들은 한국문화상품의 새로움의 측면, 개방성, 친근성의 세 가지 요인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정(2012)은 미주지역 K-POP 소비자들의 선호요인

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노래와 랩과의 퓨  장르 혼합성,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통한 

만족, K-POP 가수들의 외모와 패션 등의 시각  인상, K-POP의 외우기 쉬운 멜로디 등이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한편, K-POP의 선호요인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선호요인이 한국의 이미지나 태도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며 한국방문의도 혹은 한국 제품구매등과 연계한 K-POP의 경제  효과에 심

을 둔 연구들도 있었다. 가령 임학순(2012)은 필리핀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K-POP의 소비요

인  향인식을 조사하 는데, K-POP 한류의 소비요인으로는 K-POP 콘텐츠의 특성, 계성, 

한국문화 심도, 미디어 환경, 문화  친 성(문화  혼종성)등이 나타났으며, K-POP 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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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필리핀 청소년들은 한국어, 한국 , 한국음식, 한국패션 등에 심이 확 되었다고 

보고하 다. 김성섭과 김미주(2009)는 한국 가요의 인기요인을 크게 ‘시각 ⋅음향효과 

요인’과 ‘소재와 내용의 참신성’, ‘한국문화에 한 심’ 등으로 제시하 다. 즉 가수들의 

외모와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의 비트와 가사 내용의 참신성, 이질  문화인 한국문화에 한 

심 등이 K-POP의 인기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K-POP의 청취는 한국 국가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김주연과 안경모(2012b)는 K-POP의 선호요인에 따른 한국방문의도 변화를 살펴보았는

데, 그 결과 K-POP의 선호요인은 로맨틱한 분 기와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신선한 멜로디와 

감정  공감 의 형성과 같은 ‘음악성’, 가수의 외모와 춤과 의상,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상미

와 같은 ‘시각성’,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체험  낯선 이국에 한 호기심과 같은 ‘문화  호기

심’으로 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K-POP 선호요인이 국가호감도  한국 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K-POP의 ‘음악성’ 요인과 ‘시각성’ 요인이 국가호감도  한국방문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K-POP 련 연구들은 K-POP의 인기 요인으로 한국 가수의 외모와 춤 실력, 그리고 

가요의 멜로디나 가사에 한 참신성 등을 들고 있다. 이는 한국가수와 가요에 한 정  

평가가 K-POP 선호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기존 한류 연구에서 밝 졌듯

이 드라마는 한류의 표  콘텐츠로서 드라마의 시청과 이에 한 평가는 한국 이미지나 

한류에 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재 신한류를 주도하는 

K-POP의 청취와 이에 한 평가 역시 한국이나 한류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K-POP의 청취와 K-POP에 한 평가가 한국의 태도에 미치는 향을 

국인을 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K-POP이  세계 으로 심을 받고 있는 

시 에서 국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은 한류가 시작된 곳임과 

동시에 항한류 상이 일어나고 이후 다시 K-POP을 심으로 신한류가 형성되는 등 한류의 

진화과정을 모두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재 국에서 K-POP은 2004년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국 시장을 주로 활동하면서 다시한번 국에서 한국 음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국정부의 한국 문화에 한 제재 조치로 단되었던 한국 

가수의 국진출은 2008년에 북경올림픽 유치 행사를 시작으로 차 으로 다시 재개되었다

(장규수, 2009). 한, 국에서 K-POP을 앞세운 신한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 와 20 를 

주축으로 팬 층이 확 되고 있으며, 국 최 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한일 음악 순  10내에 

K-POP이 7곡이나 차지하고 있다(변미 , 2011). 한 한국의 가수들이 국 시장에서 각 받는 

가장 큰이유가 ‘질 높은 음악과 우수한 노래 실력,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에 한국의 아이돌그룹을 모방한 그룹들이 비슷한 이름, 컨셉, 안무를 가지고 속속 등장하

고 있는 상황이다(변미 , 2011). 따라서 K-POP열풍으로 시작된 신한류의 효과를 국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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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3: 국인들의 K-POP 청취  K-POP에 한 평가는 한국에 한 호감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국인들의 K-POP 청취  K-POP에 한 평가는 한류에 한 호감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절차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하여 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1)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8일에서 5월 24일까지 7일간 이루어졌으며, 온라인에서 동일한 사람

의 이  설문 방지를 해 설문자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복 응답을 통제 

하 다. 설문 응답자  답변을 락하 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 등 부 합한 27부의 설문지

를 제외하고 유효설문지 32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가 135명(41.7%), 여자가 189명(58.3%)이며, 연령별로는 10 가 73명(22.5%), 20 가 93명

(28.7%), 30 가 59명(18.2%), 40 가 50명(18.2%), 50 가 49명(15.1%)이었다.

2) 주요변인의 측정

(1) K-POP의 이용 실태

국인의 K-POP의 이용은 K-POP의 청취 기간, 일일 평균 청취 시간, 그리고 청취 수단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하 다. 먼  청취 기간은 ① 1-3년, ② 4-6년, ③ 7-9년, ④ 10년  

10년 이상과 같은 4개의 항목에 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해 답변하도록 하 다. 한 일일 

평균 청취 시간은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 이상과 같은 4개의 

항목에 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해 답변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청취 수단은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온라인 재생, ④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⑤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 ⑥ 음반 

구매와 같은 6개의 항목에 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해 답변하도록 하 다. 

1) 본 연구는 원젠싱(问卷星,http://www.sojump.com/)이라는 국 무료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설문지를 올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심 있는 설문조사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체계  표본 추출이 아닌 편의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 기에 연구 상의 표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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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POP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K-POP에 한 평가를 “한국 가수와 가요에 한 정 인 평가”로 정의하고 

선행연구(김성섭⋅김미주, 2009; 이인구⋅김종배⋅오재한, 2006; 이 웅, 2003)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5  Likert 척도(1 :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구체 으로 ① 한국 노래의 멜로디가 

좋다, ② 한국 가수가 잘 생겼다, ③ 한국 가수가 춤을 잘 춘다, ④ 한국 가수의 몸매가 좋다, 

⑤ 한국 노래는 멋진 의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⑥ 한국 노래의 가사내용이 좋다, 

⑦ 한국 노래의 소재와 내용이 신선하다, ⑧ 한국 노래는 리듬감이 강하다, ⑨ 한국 노래는 

사회와 인생에 을 맞춘다, ⑩ 한국 노래의 소재와 내용이 실 이다.등이다.

(3) 한국 드라마의 이용 실태

국인의 한국 드라마의 이용 실태는 한국 드라마 시청 기간, 일일 평균 시청 시간과 시청 

수단 등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시청 기간은 ① 1-3년, ② 4-6년, ③ 7-9년, ④ 10년  

10년 이상과 같은 4개의 단 에 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해 답변하도록 하 다. 일일 시청 

시간은 기존연구(유세경⋅고민경, 2006)에서 사용된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 ③ 1시간-2시

간, ④ 2시간-4시간, ⑤ 4시간 이상과 같은 5개의 단 에 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해 답변하도록 

하 다. 시청 수단은 ① TV, ② DVD 여, ③ DVD 구입, ④ 인터넷 온라인 재생, ⑤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⑥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와 같은 6개 명목에 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해 답변하

도록 하 다. 

(4) 한국 드라마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평가를 “한국 배우와 드라마의 내용 그리고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정  평가”라고 정의하고 선행 연구(김선남, 2007; 유세경⋅고민경, 2006; 이 웅, 2003)

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하 다. 총 11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5  Likert 척도(1 :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 다. 구체 으로 ① 한국 드라마는 일상생활을 

잘 표 해낸다, ② 한국 드라마는 가족 간의 유 감을 시한다, ③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가 

좋다, ④ 한국 드라마의 연기자는 외모가 수하다, ⑤ 한국 드라마의 연기자들은 연기를 

잘한다, ⑥ 한국 드라마는 사랑이나 성공에 을 두고 있다, ⑦ 한국 드라마는 내용의 개가 

빠르다, ⑧ 한국 드라마는 수  높게 만들어졌다, ⑨ 한국 드라마는 화면구성이 세련되다, 

⑩ 한국 드라마는 감동 이다, ⑪ 한국 드라마는 상이 좋다 등이다. 

(5)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한 호감도를 “한국에 한 호의 인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한국에 한 반 인 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유세경⋅고민경, 2006; 유재웅, 2007; 이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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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을 토 로 측정 문항을 구성하 다. 한국 제품, 한국 문화, 한국 생활양식에 한 

정 인 평가 등 총 8개의 문항을 5  Likert 척도(1 :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구체 으로 ①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②한국의 

유행을 따라 하게 되었다, ③한국 문화와 사회분 기를 동경하게 되었다, ④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다, ⑤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⑥한국 사람에 

한 호감도가 커졌다, ⑦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⑧한국의 생활방식을 이해하

게 되었다 등이다.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α=.963으로 나타났다. 

(6) 한류에 대한 호감도

한류에 한 호감도는 “한류에 한 정 인 평가”로 정의를 내리고 한류에 한 태도를 

묻는 기존 문헌들(유세경⋅고민경, 2007; 이창 , 2007)의 측정문항을 선택해 사용하 다. 총 

5개의 문항을 사용하 으며 각 문항에 하여 5  Likert 척도(1 :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구체 으로 ‘① 한류 상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② 한류가 일본이나 미국의 문화보다 좋다, ③ 한류는 국인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다, ④ 한류 상의 발생 원인은 한국 문화의 경쟁력 때문이다, ⑤ 한류는 국의 문화 

발달에 정  향을 다.’ 등이다.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α=.876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1) K-POP 이용 실태 및 평가

응답자들의 K-POP 청취 기간은 K-POP을 청취한지 1-3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8명

(54.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6년이 82명(25.3%), 10년 이상이 33명(10.2%), 7-9년이 

31명(9.6%)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들의 일일 평균 K-POP 이용량은 30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245명, 75.6%), 다음으로 30분-1시간이 46명(14.2%), 1-2시간이 20명(6.2%), 2시간 

이상이 13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K-POP을 청취하는 수단을 살펴보았을 때, 

TV(104명, 51.5%),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91명, 28.1%), 인터넷 온라인 재생(87명, 26.9%), 라디

오(14명, 4.3%), 음반(8명, 2.5%),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1명,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K-POP을 최소 1-3년 이상을 듣고 있었으며, TV 방송,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인터넷 온라인 재생 등 무료 수단을 통하여 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인이 K-POP을 청취하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해 알아보기 해 K-POP의 

소재와 내용, 제작, 가수 등에 한 평가를 측정한 10개의 문항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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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1> 참조). 첫 번째 공통요인의 아이겐 값은 11.463이고, 

두 번 째 아이겐 값은 1.065로 나타났으며, 개별변인의 공통인자들의 공통성 값( )도 높게 

나타나 10개 요인을 두 개의 공통인자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첫 번째 요인은 한국 가수에 한 평가 항목들로 구성되어 ‘한국 가수에 한 평가’로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들로 구성되어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로 명명하 다.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

한국 

가수에 

한 평가

가수의 춤 실력 3.69 1.15 .856 .804

11.463 38.445

가수의 몸매 3.64 1.14 .838 .793

가수의 외모 3.59 1.15 .794 .770

노래의 리듬감 3.44 1.10 .747 .683

의상과 볼거리 3.44 1.10 .737 .731

노래의 멜로디 3.37 1.11 .724 .710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

사회성 2.97 1.05 .881 .840

1.065 35.246
실 2.95 1.12 .849 .786

가사내용 3.00 .97 .717 .737

소재와 내용이 신선함 3.08 1.03 .716 .740

총분산 73.691

<표 1> K-POP에 한 평가 요인분석 결과

(2) 한국 드라마의 이용 실태 및 평가

응답자들의 한국 드라마의 시청 기간은 한국 드라마를 본지 1-3년이라고 응답한 수용자가 

149명(46%), 4-6년이 80명(24.7%), 7-9년이 54명(16.7%), 10년  10년 이상이 41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를 1년-3년 동안 보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한국 드라마가 국에서 부흥했던 2000년  후반기 다. 그리고 응답자의 

29.4%가 한국 드라마를 7년 이상 시청해 왔다고 응답한 을 미루어 볼 때 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오래 부터 유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한국 드라마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은 30분미만(51.5%), 30분-1시간이 63명(19.4%), 1시간-2시간이 52명(16.0%)이고, 2-4시간

이 22명(6.8%), 4시간 이상이 20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수단을 살펴보았을 때, TV(130명, 40.1%), 인터넷 온라

인재생(121명, 37.3%),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37명, 11.4%), DVD 구매(14명, 4.3%), DVD 여(6

명, 1.9%),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4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주로 무료 수단을 이용해 시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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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해 알아보기 해 한국 

드라마의 내용, 제작 요인, 배우 등에 한 평가를 측정한 11개의 문항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2> 참조). 첫 번째 공통요인의 아이겐 

값은 6.679이고, 두 번째 아이겐 값은 1.177로 나타났으며, 개별변인의 공통인자들의 공통성 

값( )도 높게 나타나 11개 요인을 두 개의 공통인자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첫 번째 요인은 한국 배우와 한국 드라마의 내용에 한 평가 항목들로 구성되어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로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들로 구성되어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로 명명하 다.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

가족 간의 유 감을 시함 3.64 1.04 .849 .732

6.679 44.357

일상생활을 잘 표 함 3.21 1.10 .736 .595

배우의 외모 3.59 1.11 .841 .770

사랑이나 성공에 을 두고 있음 3.49 1.12 .797 .716

배우의 연기 3.24 1.06 .753 .756

스토리 3.25 1.06 .672 .650

감동성 3.46 1.09 .786 .718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

상 2.80 1.05 .759 .690

1.177 27.058
제작 수 2.99 1.02 .764 .793

화면구성 3.21 1.05 .649 .734

내용 개 속도 2.65 1.05 .835 .700

총분산 71.415

<표 2>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 요인분석 결과

2) 연구문제 분석 결과 

(1) 한국드라마의 시청과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

제 1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1>은 국인들의 한국 드라마의 시청과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가 한국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해 한국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성별, 연령)과 한국 드라마 시청량(시청기간, 일일 시청시간), 그리

고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한국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평가)를 순차 으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3>은 계  회귀분석 

결과로 표 화된 회귀계수(β)와 각 단계별로 증가된 설명변량(Δ  )을 보여주며, 체 회귀모

델의 설명량과 회귀식의 모델 합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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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한국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을 첫 번째 단계로 

투입하 다. 종속변인에 한 10.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β=.094, p<.05)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 으로 한국에 한 호감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한국드라마의 ‘시청기간’과 ‘일일 평균 시청시간’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

로 14.4%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 일일 평균 시청시간(β=.172, p<.001)만이 유의미한 

정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시청기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의 한국드라마에 한 평가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로 

34.9%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드라마에 한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β=211, p<001),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β=487,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배우와 드라마내용과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한국에 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 회귀모델식은 

60.3%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0.001수 에서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 다.

독립변인
한국에 대한 호감도

β Δ

블록1 :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094*

연령 .052

.109***

블록2 : 드라마 시청량

시청기간 .021

일일 시청시간 .172***

.144***

블록 3 : 드라마 평가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 .211***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 .487***

.351***

 .603***

Adjusted  .596***

회귀모델 합도(F) 80.384***

*p<.05, ***p<.001

<표 3> 한국 호감도에 한 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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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드라마의 시청과 평가가 한류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2>는 국인들의 한국 드라마의 시청과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가 한류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해 한류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성별, 연령)과 한국 드라마 시청량(시청기간, 일일 평균 시청시간),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한국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평가)를 순차 으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는 계  

회귀분석 결과로 표 화된 회귀계수(β)와 각 단계별로 증가된 설명변량(Δ  )을 보여주며, 

체 회귀모델의 설명량과 회귀식의 모델 합도를 보여 다. 먼  한류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을 첫 번째 단계로 투입하 다. 그 결과 종속변인에 

한 5.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한국드라마 시청량인 ‘시청기간’과 ‘일일 평균 시청시간’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로 11.8%의 설명력을 높 다. 그러나 두 변인의 유의미한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의 한국드라마에 한 평가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로 

43.6%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β=393, p<001), ‘드라

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β=405,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한류에 대한 호감도

β Δ

블록1 :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059

연령 .058

.057***

블록2 : 드라마 시청량

시청기간 .044

일일시청시간 .077

.118***

블록3: 드라마 평가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 .393***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 .405***

.436***

 .612***

Adjusted  .604***

회귀모델 합도(F) 83.263***

***p<.001

<표 4> 한류 호감도에 한 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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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배우와 드라마내용과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한류에 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 회귀모델식은 61.2%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0.001수 에서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 다. 

(3) K-POP 청취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3>은 국인들의 K-POP의 청취와 K-POP에 한 평가가 한국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해 한국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성별, 연령), 한국 드라마 시청량(시청기간, 일일 평균 시청시간)과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한국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평가), 그리고 K-POP의 청취량(청취기간, 일일 평균 청취시간)과 K-POP에 한 평가(한국 

가수에 한 평가, 가요 내용과 소재에 한 평가)를 순차 으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들 K-POP 요인을 가장 늦게 투입한 이유는 앞서 인구통계학  변인, 드라마 

시청행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도 K-POP 청취 행 와 평가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함이다. 만약 드라마의 시청 행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응답자들의 K-POP 

청취와 K-POP에 한 평가가 한국에 한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면, 재 한국 

음악의 열풍으로 시작된 신한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표 5>는 계  회귀분석 결과로 표 화된 회귀계수(β)와 각 단계별로 증가된 설명변량(Δ

 )을 보여주며, 체 회귀모델의 설명량과 회귀식의 모델 합도를 보여 다. 먼  한국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을 첫 번째 단계로 투입하 다. 종속

변인에 한 10.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β=.108, p<.01)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

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 으로 한국에 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한국드라마 시청량인 ‘시청기간’과 ‘일일 평균 시청시간’과 한국드라마 평가 

변인인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가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로 49.5%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 시청기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고, 일일 평균 시청시간(β=.139, p<.01)의 경우 유의미한 정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시청시간이 길수록 한국에 한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드라마의 평가에 있어서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β=.337, p<.001)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한국에 

한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K-POP의 청취량인 ‘청취기간’과 ‘일일 평균 청취시간’변인과 K-POP 

평가 인 ‘한국 가수에 한 평가’,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가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

로 6.7%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를 보면, K-POP의 청취량  ‘청취기간’(β=.15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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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K-POP 평가에 있어서는 ‘한국가수에 한 

평가’(β=.158, p<.05)와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β=.227,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POP의 청취기간이 길수록 한국에 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가수에 한 평가와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한국에 한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 회귀모델식은 67%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0.001수 에서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 다.

독립변인
한국에 대한 호감도

β Δ

블록1 :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108**

연령 .051

.109***

블록2 : 드라마 시청  평가

시청기간 -.106

일일 시청시간 .139**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 .032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 .337***

.495***

블록3 : K-POP 청취  평가

청취기간 .152**

일일 청취시간 .066

한국가수에 한 평가 .158*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 .227***

.067***

 .670***

Adjusted  .659***

회귀모델 합도(F) 63.530***

*p<.05, **p<.01, ***p<.001

<표 5> 한국 호감도에 한 계  회귀분석 결과

(4) K-POP 청취가 한류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4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4>는 국인들의 K-POP의 청취와 K-POP에 한 평가가 한류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해 한국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성별, 연령), 한국 드라마 시청량(시청기간, 일일 시청시간)과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한국 배우와 드라마 내용에 한 평가,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평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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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한류에 한 호감도

β Δ

블록1 :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062

연령 .064

.057***

<표 6> 한류 호감도에 한 계  회귀분석 결과

K-POP의 청취량(청취기간, 일일 청취시간)과 K-POP에 한 평가(한국 가수에 한 평가, 가요 

내용과 소재에 한 평가)를 순차 으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들 K-POP 

요인을 가장 늦게 투입한 이유는 앞서 인구통계학  변인, 드라마 시청행  요인들이 통제되었

을 때도 K-POP 청취 행 와 평가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함이다. 만약 

드라마의 시청 행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응답자들의 K-POP 청취와 K-POP에 한 평가가 

한류에 한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면, 재 한국 음악의 열풍으로 시작된 

신한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표 6>은 계  회귀분석 결과로 표 화된 회귀계수(β)와 각 단계별로 증가된 설명변량(Δ

 )을 보여주며, 체 회귀모델의 설명량과 회귀식의 모델 합도를 보여 다. 먼  한국에 

한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  속성을 첫 번째 단계로 투입하 다. 종속

변인에 한 5.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한국드라마 시청량인 ‘시청기간’과 ‘일일 평균 시청시간’과 한국드라마 평가 

변인인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가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로 55.5%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 일일 평균 시청기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일일 시청시간(β=.119, p<.05)의 경우 유의미한 정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시청시간이 길수록 한국에 한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K-POP의 청취량인 ‘청취기간’과 ‘일일 평균 청취시간’ 변인과 K-POP 

평가 변인인 ‘한국 가수에 한 평가’,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부가 으로 2.6%의 설명력을 높 다. 분석결과를 보면, K-POP의 청취량 변인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K-POP 평가변인에 있어서는 ‘한국가수

에 한 평가’(β=.154, p<.05)와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β=.155, p<.05) 모두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가수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한류에 한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 회귀모델식은 63.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0.001수 에서 유의미한 통계치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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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2 : 드라마 시청  평가

시청기간 -.022

일일 시청시간 .119*

배우와 드라마내용에 한 평가 .230***

드라마 상과 연출에 한 평가 .313***

.555***

블록3 : K-POP 청취  평가

청취기간 .062

일일 청취시간 -.085

한국가수에 한 평가 .154*

가요의 소재와 내용에 한 평가 .155*

.026***

 .638***

Adjusted  .626***

회귀모델 합도(F) 55.113***

*p<.05, ***p<.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음악을 표하는 K-POP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의 주요 시장인 국에서 국인의 K-POP과 드라마의 수용 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인의 K-POP과 드라마의 이용이 한국과 한류에 한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해 국에 거주하고 있는 10 에서 50 의 

국인 35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K-POP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반이상(55%)이 1-3년 동안 

K-POP을 청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75% 이상이 하루에 평균 30분 이하 K-POP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POP의 청취 수단은 TV(3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국에서도 인터넷이 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K-POP을 청취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온라인 재생 27%,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28%). 

둘째, 응답자들의 드라마 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로는 46%의 응답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지 1-3년이 되었으며, 50%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평균 30분 이하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시청 수단은 TV(40%)가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 48%의 응답자들이 인터넷(인터넷 온라인 재생 37%,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11%)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K-POP과 드라마를 주로 TV를 통해 이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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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능동 이고 극 으로 한국 문화를 이용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  한류에 한 호감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변인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한국에 한 호감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한국드라마 시청시

간, 한국드라마에 한 평가, K-POP 청취기간, K-POP 평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 한 호감도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 은 정수 (2009)의 연구

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의 연구에서도 여성 수용자의 한류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한국에 한 

태도가 남성 수용자보다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두보(2007)의 주장처럼 한류 상

의 기부터 한국 드라마의 주요 수용자 계층은 여성이었고 한국 드라마의 특성인 멜로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여성에게 소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 K-POP의 경우, 부분 

남성 아이돌 스타들을 심으로 시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에 따라 여성 팬덤이 더 

많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김수아,2011). 실제로 본 연구의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남성보다 드라마 시청기간(t=-3.957, p<.001)이나 일일 시청시간

(t=-2.350, p<.05)이 더 길었으며, 여성 응답자들은 드라마의 배우나 내용에 한 평가

(t=-4.556, p<.001), 드라마의 상, 연출에 한 평가(t=-3.884, p<.001)를 비롯해 한국 가수에 

한 평가(t=-4.354, p<.001), 한국 가요의 소재  내용평가(t=-3.473, p<.001)에 있어서도 

남성 응답자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 응답자들이 한류 콘텐츠를 남성들보다 더욱 극 으로 소비하고 이에 한 정 인 

평가를 보이면서 한국에 한 호감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드라마냐 가요이냐 라는 콘텐츠에 따라서 미디어 이용기간과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한국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드라마의 경우 일일 

평균 시청 시간, K-POP의 경우 청취기간이 한국에 한 호감도를 형성하는 데 정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라마는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K-POP은 오랜기간 지속 으로 

청취한 사람일수록 한국에 한 정 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의 하루 

시청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K-POP을 오랫동안 청취한 집단일수록 한국에 한 정 인 이미

지를 형성하여 한국이라는 국가에 해 호감을 갖게 된다는 일부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 다(유재웅, 2007;김주연⋅안경모, 2012b;이문 , 2006)

다음으로 한류에 한 호감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  속성 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드라마 시청기간, 한국드라마에 한 평가, K-POP의 

평가가 주요 요인으로 밝 졌다. 앞서 한국에 한 호감도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한류에 한 호감도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 응답자의 부분이 

한류에 한 정 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한류에 한 

호감도는 드라마의 시청과 한 련이 있었는데, 특히 드라마의 이용 기간이 오래될수록 

한류를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세경과 고민경(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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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그들의 연구에서도 드라마의 시청기간과 한류에 한 호감도간에는 정 인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POP의 청취요인은 한류에 한 호감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에서 한류가 한국 드라마열풍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아직까지도 한류에 한 인식은 드라마라는 콘텐츠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할 은 한국과 한류에 한 호감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한류 콘텐츠에 한 이용 측면보다는 한류 콘텐츠에 한 평가라는 이다. 

즉 드라마에 한 평가, K-POP에 한 평가가 한국과 한류에 한 정 인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평가 요인에 있어서도 한국 연 인에 한 평가보다 음악과 드라마의 

내용  측면에 한 평가의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세경과 고민경(200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한류 스타의 요성이 한류에 한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스타를 좋게 평가하는 수용자들일수록 한류는 

지속될 것이며 한국문화는 다른 문화에 해 우 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 다. 물론 본 연구에

서도 한국 가수나 배우에 한에 한 정 인 평가도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이보다

는 K-POP의 소재와 내용, 드라마의 상과 연출에 한 평가가 한국과 한류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인들의 한국드라마 시청효과를 다룬 

김재휘와 이희성(2007)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이들 연구에서도 한국드라마의 노출보

다는 한국드라마에 한 정 인 평가가 국가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드라마의 시청행 와 드라마에 한 평가를 통제했을 때에도 K-POP에 한 평가가 

한국과 한류에 한 호감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 K-POP이 한류를 표하며 국인들의 한국과 한류에 한 호감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해 다. 이는 ‘음악성’과 ‘시각성’과 같은 K-POP의 선호

요인이 한국에 한 이미지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주연⋅안경모, 

2012a)와, ‘시각 ⋅음향효과 요인’과 ‘소재와 내용의 참신성’, ‘한국문화에 한 심’이 한국

에 한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성섭⋅김미주, 2009)들의 결과를 뒷받

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이 결과를 통해 K-POP이 한류를 표하며 국인들의 한국과 한류에 한 호감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웅(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드라마

의 이용량과 한국 드라마에 한 평가가 한국에 한 호의 인 태도와 한⋅ 간의 호감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으며, 한국 음악의 경우 드라마만큼 강력한 효과

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라마의 시청량과 평가를 통제했음에도 K-POP의 

평가가 한국에 한 호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POP이 한국 드라마보

다 더 강력한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시 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웅(2003)의 연구는 한류 발 단계의 시기상 한국 드라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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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각되었던 한류 2기 시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K-POP이 주도하는 한류 

3기(신한류)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이러한 결과는 한류 발 단계에 따라 주요 콘텐츠가 변화하

고 있음을 시사해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한류에 한 호감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기존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와 재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K-POP이라는 두 가지 콘텐츠에 주목하면서 

콘텐츠 이용과 평가를 심으로 고찰했다는 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이용행태보다는 콘텐

츠의 내용평가가 한국에 한 태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지속  이용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류의 경제  효과  정책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콘텐츠의 내용평가의 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에서 K-POP으로 시작된 신한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 

다. 한국 음악을 표하는 K-POP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이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자발 이고 능동 으로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강한 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심이 드라마에서 음악

으로 변화함에 따라 K-POP의 향력이 국에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드라마와 K-POP의 내용평가가 한류와 한국에 한 호감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한류에서 나타났던 스타 심의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 콘텐츠 

자체의 내실강화가 필요하다는 실무  함의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국시장

을 겨냥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한류 스타들로 국인들의 시선을 끄는 동시에 음악과 

드라마의 제작 수 과 내용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자발  수용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한다

면 실무  차원에서 주목해야할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국 체 인구특성을 

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  표본 추출이라는 한계 을 안고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지역과 표본수를 확 하고 표성을 

담보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해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신한류의 효과를 분석하

는데 있어 한국 드라마와 K-POP이라는 두 가지 콘텐츠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물론 

드라마와 K-POP이 한류의 시발 이자 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이기는 하나, 

화, 뮤지컬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신한류에 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나아가 K-POP이  세계 으로 열풍이 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으로 심을 받고 있는  시 에서 한국과 한류에 한 태도를 

분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타 문화권에 미치는 향까지 확 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

다면 신한류의 효과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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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New Hallyu: Influence of K-POP Consumption 
on Chinese Attitude toward Korea and Hallyu

Jing-jin Liu*
2)⋅Yeon-Jin Park**

3)⋅Ha-Sung Hwang***
4)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usage of K-POP and Korean TV dramas influence Chinese 
attitude toward Korea and Hallyu as K-POP has gained its popularity all over the world. The 
result indicated that ‘gender’, ‘duration of watching Korean TV drama, ‘the evaluation of Korean 
TV dramas’, ‘duration of listening K-POP and ‘evaluation of K-POP’ are strong predi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Korea among Chinese people.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Hallyu, 
demographic factors are not appeared as the predictors, however, duration of watching Korean 
TV dramas, ‘the evaluation of Korea TV dramas’ and ‘evaluation of K-POP’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the attitude toward Hallyu in a positive way. As the practical implic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content, either Drama or K-POP, has more importance to appeal global audience 
rather than famous star has. Furthermore, when variables such as watching Korea TV dramas and 
evaluation of Korea TV drama have been controlled, ‘evaluation of K-POP’ appeared as a strong 
predictor to influence attitude of Korea and Hallyu in a positive way.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main content of Hallyu in China has shifted from Korean Dram to K-POP as the New Hallyu 
has been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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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Dongguk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Donggu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Donggu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