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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 수용자들은 아이치이(爱奇艺),유쿠(优酷),러스왕(乐视网),PPTV등 온라인 동 상 서비스 같은

미디어환경의변화로여러채 을통해한국,미국,일본, 국,태국,인도등다양한국가의드라마, 화,

오락 로그램 등을 선택,시청할 수가 있다.최근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가 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이러한 상은 년여성을 심으로한드라마가인기 던 기한류시기(1997-200년 )와는

달리, 재는 드라마뿐만아니라K-pop,오락 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로 퍼져나갔고 인터넷 동 상 서비

스를통해한국 문화를 할수 있게 되었다.본연구는 국 80-90호우(后)의외국 문화수용태

도를 악하고자한국,미국,일본 문화의선호장르와이유,선호 문화 국가이미지를비교분석

하 다.분석결과,국가별 선호 장르와 이유에서의 유사 과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선호 문화

와국가이미지와의 한 계를 악할 수있었다.본연구의결과를통해 국에서의 한류의 지속가능

한 발 모색을 한 기 자료로 사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중심어 : 중국 80-90호우(后) 한국, 미국, 일본 대중문화 선호 장르 선호 대중문화 국가 이미지

Abstract

Young Chineseaudiencecan selectand watch TV dramas,moviesandentertainment

programsfrommanydifferentnations,suchasKorea,America,Japan,England,Thailand,India,

andsoon,throughmultiplechannels,suchasonlinevideosites― iQiyi,Youku,LeTV,PPTV,

andmanyothers― whichwereinducedbychangesinmediaenvironment.Variousgenresof

KoreanpopularculturehaverecentlybecomepopularinChina,butthisphenomenondiffersfrom

theearlyKoreanWave.Duringtheearlierperiod(from1997totheearly2000s)oftheKorean

Wave,soapoperaswerepopularamongmiddle-agedwomen,butnow variousothergenres,

suchasK-pop,entertainmentprograms,etc.,arealsopopularinChina.Thepurposeofthis

studyistoexplorehow youngChineseaudiencesuseforeignpopculture,includingtheir

preferredgenres,reasonsforpreferringthesegenres,andtherelationshipbetweenthepreferred

popcultureandnationalimageinKorean,American,andJapanesepopculturewereanalyzed.

Accordingtothestudyresults,similaritiesanddifferencesbetweenpreferredgenresandthe

reasonsforpreferringthesegenres,andalsoaclosecorrelationbetweenpreferredpopculture

andnationalimagewerefound.Thesefindingswillbefundamentalforsupportingthecontinual

developmentoftheKoreanWave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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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3년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국명:继承 们),

<별에서 온 그 (来自星星的你)>와 미국 드라마 <하

우스 오 카드(纸牌屋)>가 국 인터넷에서 큰 인기

를 얻은데 이어,2014년 4월 26일 국가신문출 총

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 4편의 미드(빅뱅이론,더

굿 와이 ,NCIS,더 랙티스)의 인터넷 방 지를

명령[1]하고,후베이(湖北),푸지엔(福建)등 몇몇 성

(省)의 2014년 공무원 시험에서 <별그 >와 <하우

스 오 카드>에 한 문제가 출제[2]되면서 다시 한

번 국에서한국드라마와미국드라마가주목을받고

있다.

국에서의 한류의 인기는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라마를 시작으로 K-pop,오락 로그램에 이르기까

지 한국 문화의 수용주체와 수용방식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이어져왔다.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

가 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최근의 상은 기 한

류와는 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기 한류시기(1997

년-2000년 반)에는 년 여성을 심으로 한 드라

마가 인기 다면, 재는 K-pop과 TV오락 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로 퍼져나갔으며 연령층도 ‘80호우(后)’,

‘90호우(后)’ 은세 들로확산되었다. 한미디어환

경의변화로지상 TV,DVD,CD등을통한한국

문화 에서 유쿠(优酷)등 온라인 동 상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채 들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지 까지의 국에서의 한류 연구를 살펴보면 한류

심의 설문조사가 부분이었다. 국에서의 한류의

지속가능한 향력을 해서는 한류를 심으로한 연

구뿐만 아니라 국인들이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데있어서의특징을살펴 으로써좀더폭넓게한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에서 국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악하는 연구가 무엇보다

도 필요한 시 이라고 단된다.

본 연구는 국 수용자들의 외국 문화 수용방식

을 살펴 으로써 국에서의 한류의 재와 미래를 모

색하는방안을 악하고자한다. 국수용자들 에서

외국 문화에 개방 이고 극 인 80-90호우(后)

를 연구 상으로 한국,미국,일본 문화 수용에 있

어서 선호장르와 이유,선호 문화,한미일에 한

국가이미지의차이 과유사성을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중국에서의 외국 대중문화 수용과 한류

국에는 1980년 이미 일본,홍콩,미국의 외국

문화가유입되어많은인기를끌고있었다.1986년

우룬 (周潤發)이 주연한 < 웅본색>의 인기를 시

작으로 류더화(劉德華),궈푸청(郭富城),리 (黎明)등

의등장과함께 국 륙에서는본격 으로홍콩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1992년 일본 드라마 <도쿄

러 스토리>의 주인공 스즈키 호나미가 국 시청자

들을사로잡으며일본드라마도인기를얻기시작했다.

한1994년헐리우드 화<도망자>가수입되어 국

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이후 <라이온 킹>,

<타이타닉>등이상 되면서 국에서미국헐리우드

화의 열풍을 고조시켰다.2002년에는 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꽃미남 그룹 F4가 수많은 10 와 20

은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청소년들에게 미

치는 향을원인으로방송 간에방송 지되었지만)

이는 트 디 드라마의 인기로 이어졌다[3].

1990년 국인들의가치 의변화,서구지향 소

비취향의 확산으로 1990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의수용은외국 문화의한흐름으로나타났다.

56개의민족문화가공존하는다민족국가인 국은다

른문화,종교,인종에도불구하고한국가체제속에서

공존하고 교류해왔다는 으로 비추어 볼 때,타문화

수용에 있어서 개방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은 민족 특성상 외국문화 수용이 용

이하다는 이한류를받아들이는 데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다.그리고40개이상의TV채 [4]과높은TV보

률 한 한류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류가 80-90호우(后)에게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이들은 외국 문화에 배타 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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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사성과서구문화의자유와세련미때문에한국

문화를선호한다.그러나이러한한국 문화의특

징뿐만 아니라 제작 시스템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한국 드라마의 경우,제작과 방 을 동시에 하면

서시청자들의반응을즉각 으로반 할수있기때문

에 은 세 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흡입력이 있다.이

는사 제작시스템을도입하고있는 국과미국드라

마와의 차별되는 부분이다.K-pop의 경우는 역동 이

고화려한 스,여러명의멤버들로구성된그룹, 국

멤버들을 입하는등의 지화,그리고멤버들만의고

유한캐릭터를도입해그룹의팬들뿐만아니라멤버개

개인의 팬들이 한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이 국

은 세 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의한류수용에 한논의에서가장먼 제기된

것이 ‘문화 근 성’이다.문화 근 성에서 보면,문

화 ,지리 ,언어 으로 가까운 국가의 드라마, 화,

오락 로그램 등을 거부감 없이 수용한다.그러나 문

화 근 성은 국, 만,일본 드라마가 역으로 한국

에서소수의팬덤이상의수 으로발 하지못하는이

유와,이란,짐바 웨,멕시코, 랑스등문화 으로근

하지 않은지역에서의 한류의 인기를 설명하는데 한

계가 있다[5].

 2. 중국 80-90호우(后) 세대

국신세 를‘소황제’라고도부르는데, 국개 개

방 이후 출생했으며경제 으로 풍요로운유년기를 보

낸세 이다.‘80호우(后)’는 국에서1가구1자녀정책

을 실시한 후인 1980년 (1980-1989)에 태어난 세 를

이르는 말이며 2014년 재 25-34세이다.이들은 2008

년 스촨(四川)지진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극 인 자

원 사를 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사회 책임감과 애

국심이 강한 세 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새둥지

(鳥巢)세 ’라고도불린다[6].‘90호우(后)’는1990-1999

년에 태어나 재15-24세가되는 세 를 지칭하며,80

호우(后)가 개 개방의 기에 태어났던 것과는 달리

90호우(后)는 국개 개방의성과가나타난시기이자

국이 세계화,정보화 사회로 발 하고 있던 시기에

태어나 새로운 국 사회를 경험한 세 라고 할 수 있

다.이 세 들은 국가와 개인이 운명 공동체라 생각하

지 않으며 정치에 무 심하며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자

아표 이나 성취에 한 욕망과 기 감이 매우 크다.

한 문화 명 등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며 근면 검

소함을지닌 기성세 와는 다른가치 을 지니고

있다[7].

이들은 국이 발 하는 과정에 태어났다는 공통

이 있지만 각기 다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란 배

경이 완 히 다르다는차이 이 있다.80호우(后)는해

외유학과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고고 외국 랜드

를 선호하며 성숙한 소비의식을 지니고 있다.90호우

(后)는해외문화수용에개방 이고부모에의존하면서

도집단 소비성향을지녔으며인터넷쇼핑의핵심고

객층으로 등장하 다[7].그러나 상당수의 80-90호우

(后)는 경제 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가족에게 받

는 용돈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이 보편 이다.이미

취업한 경우는 개인소득으로 소비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6].

이동훈[8]에 따르면,80-90호우(后)세 의 가장 큰

소비특징은인터넷과 랜드이다.웨이보(微博)의사용

과신형휴 폰으로음악을즐기며스타벅스,맥도날드

등 외식 차이즈를즐기며값비싼명품을선호하는

서구지향 세 이다.

담호월(劉欣欣)[9]은충칭,우한,시안등 국6개도

시의 80-90호우(后)의 라이 스타일과 가치 을 비교

하여 차이 을 분석했다.이들의 라이 스타일은 실

생활형,유행선도형,소극 참여형, 진보형등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80호우(后)는 실 생활

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90호우(后)는 유행

선도형이가장높은비율이었다.두세 의라이 스타

일은성별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지만연령에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류흔흔(劉欣欣)[10]은 국 허페이(合肥),상하이(上

海),우한(武漢)3개도시에거주하는18-30세의 국인

을 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진보 문화추구형,보수

자아추구형,소극 무 심형 3개의 집단으로 구분

했다. 국 신세 의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라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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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류 이미지는 라이 스

타일 유형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일군(余逸群)[11]는 80호우(后)는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 로 자아의식이강하고호기심이 많으며

로벌시 에맞는새로운문화, 념,행동들을쉽게받

아들이는 세 로 규정했다. 한 극 인 사회참여의

식,경쟁의식,자기표 에주동 인성격을지니고있다

고 보았다.

장유평(张有平)과 조 평(超广平)[12]의 연구에 따르

면,80호우(后)는 이 세 들과는 다른 정치,경제,문

화 배경에서 자랐으며 동년배들의 행동과 사상을 모

방하고 특히나 연 인이나스포츠스타들에 심이 많

고동경심을가지고있다. 한2008년스촨지진때가

장 먼 자원 사를 한 세 이며,이들은 1가구 1자녀

로 ‘4-2-1(친외조부모-부모-자녀)’가족형태에서 자라

나,부모와조부모들의사랑과기 를한몸에받고자

란 디지털 세 로 세계화에개방 이고 경쟁의식이 강

하며 스트 스 한 많다.

심심 (沈芯蕊)와 주아평(周亚萍)[13]은 90호우(后)

의 부분은 가족과 떨어져 지낸 이 거의 없고 ‘421’

가족형태 속에서 자기 심 사고방식을 가지고 타인

이나집단을 한희생정신이없는세 라고설명했다.

이상과같이한 학계의 국80-90호우(后)세 에

한연구들이축 되고는있지만, 부분한국학계에

서는한류에국한된 국80-90호우(后)에 한연구이

고, 국학계에서는이들의라이 스타일에제한된연

구들이다. 국의 화과정속에서 국인들이외국

문화를수용하는과정을통해많은 향을받고있

다는 사실에서 볼 때, 국 80-90호우(后)라는 은 수

용자집단이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원인과 문화

특징들에 한더많은사례연구를통해한류의지속가

능한 발 을 한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한국,미국,일본 문화의 선호장르와 이유,선호

문화 국가 이미지에있어서의 유사 과 차이

이있는지를알아보기 해베이징에거주하는 국

학생 직장인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명형으로 구성하여 인터뷰 내

용을정리한후이메일을통해인터뷰 상자가자유롭

게응답하도록개방형질문을선택했다.인터뷰 상자

는 80호우(后)13명,90호우(后)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은남1명,여18명이다.10명은2년제 학재학생

이며 동시에 직장인이고 4명은 2년제 학 재학 인

학생이며 나머지 5명은 4년제 학을졸업한학력의

직장인들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교사,여행사 직원,항공사 직원,

인터넷 련업무종사자,의상디자이 ,비서등다양

한 직업군에 속한다.80-90호우(后)세 를 인터뷰

상자로선정한이유는여러계층 에서외국 문화

에 해가장개방 이고 극 인수용태도를지닌세

로 악했기 때문이다.인터뷰는 2013년 5월 12일부

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한국,미국,일본 문화의선호장르와이

유,한미일 방문여부,외국어 실력정도,선호 문화,

한미일에 한국가이미지등에 해자유롭게응답하

도록 했다.수집한 이메일 인터뷰 결과를 확인하고 부

족한 인터뷰 상자들의 답변에는 추가답변을 요구하

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적 특징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A 여 24 대재 교직

B 여 31 대재 여행업

C 남 26 대재 학생

D 여 29 대재 서비스업

E 여 25 대재 회계업

F 여 22 대재 항공업

G 여 29 대재 인터넷 업무직

H 여 25 대재 서비스업

I 여 24 대재 학생

J 여 24 대재 서비스업

K 여 23 대재 학생

L 여 26 대재 의상 디자이너

M 여 27 대재 프리랜서

N 여 22 대재 학생

O 여 28 대졸 일반사무직

P 여 28 대졸 홍보회사 비서직

Q 여 28 대졸 홍보회사 비서직

R 여 34 대졸 일반 사무직

S 여 27 대졸 일반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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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문화경험 여부

1.1 한미일 방문경험

한국을방문한경험이있는인터뷰 상자는5명으로

이 4명은 여행 콘서트 참가를 목 으로 여러 차

례 한국을 방문한 이 있으며 1명은 한국에서 1년 정

도업무 계로체류한경험이있다.나머지15명은아

직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반면,미국과

일본은19명모두방문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2 외국어 실력정도

인터뷰 상자19명의한국어회화실력은‘듣기와말

하기가거의불가능하다’(16명),‘듣기는어느정도가능

하나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1명),‘일상생활

에서 듣고 말하는 데 문제가 없다’(2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어와 일어의 경우는 19명 모두 ‘듣기와 말하기

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

2. 선호 장르 및 대중문화

2.1 선호장르와 이유

인터뷰 상자들이 선호하는 한국 문화 장르로

는드라마, 화,K-pop,오락 로그램,패션, 통문화

다.재미있고낭만 사랑의드라마 거리가감동을

주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가족의 따뜻한 모습과

한국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하

다. 한미남미녀의스타들이등장하고 거리가 국

인들이 시청하기에거부감없는 소재라서좋다는답변

도 있었다.오락 로그램의 경우는 휴식할 때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쉬기 해서 보며,가수들의 화려한 스,

멋있는 스타,듣기 좋은 리듬 때문에 K-pop을 듣는다

고 응답했다.배우들과 가수들의 의상을 통해 한국의

패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인터뷰 상자도 있었다.

드라마 줄거리가 재미있고 소재가 풍부하며 드라마에 나오

는 한복이 너무 아름답고 사극을 통해 한국을 이해할 수 있

어요.(A,C,E)

드라마를 통해 한국 가정의 따뜻함과 한국문화를 간접적으

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I,Q)

한국 가수들의 기본기가 튼튼하고 특색이 있고 댄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O,P,S)

웃기고 신선하며 출연자들이 예능감이 좋고 특히 <1박 2

일> 같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재미있어

요.(N,P,Q,R)

인터뷰 상자들은 미국 문화 화,드라마,

음악 장르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6명은 미국

문화를 하지않는다고답했다.헐리우드 화

를좋아하는이유는스 일이크고카메라앵 이독특

하며 화 기술이 훌륭하고 깊이 있고 흡입력 있는

거리때문이다.미국드라마를선호하는이유는생동감

있는 거리와 흡입력 있는 배우들,오락성이 강하고

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멜로디와 리듬이

좋아서 음악을자주듣는다고답변하 다.미국

문화의 선호장르와이유에 한 답변은 한국 문

화의 경우처럼 구체 이고 분명하며 실 이다.

헐리우드 영화는 스케일이 크고 카메라 앵글이 독특하며 촬

영 기술이 훌륭한 것 같아요...흡입력 있고 심도 있는 줄거

리가 좋아요. (N,O,P,S)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고 서구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M,S)

반면,일본 문화에 한인터뷰 상자들의반응

은 한국과 미국 문화에 한 반응과는 아주 다른

답변을 했다.19명 2명은 드라마, 화,애니메이션

을 모두 한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한미일 문화를

골고루모두 하는것으로드러났다.이들을제외한

부분의 인터뷰 상자들은일본 문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일 양국 간의 역사,외교문제로 일본

문화를 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쉽게 

지나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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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왜곡과 댜오 다오(钓鱼岛)같은 외교문

제때문에일본에 한부정 인국가이미지를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이미지가 일본 문화 에도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 선호 대중문화

18명은 한국,미국,일본 문화 한국 문화

를더선호한다고답했는데,그이유는한국,스타,드라

마,오락 로그램,독특한음악스타일, 자제품,생활

방식,음식 등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

며한국친구가있고한국문화를쉽게 할수있어서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문화를 선호한다고 답변한 인터뷰 상자

들은 부분 드라마, 음악,오락 로그램 등을

한후 는한국친구가있거나한국어를배우고난후,

한국문화를 좋아하게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국의

은수용자들은 한국 문화를통해 국인들이 찾

고자하는 유교 인동양문화의 통의 가치뿐만아니

라 서구의 소비문화와 낭만 인 모습을 기 하는것을

알 수 있다.

80-90호우(后)가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원인

국의 통 인 유교문화와의 유사성이가장 큰원인

이라할수있다.외국 문화에배타 이지않는

국의사회문화 배경과한국 문화에서느낄수있

는 통 인 유교문화의 유사성과 자유로운 서구문화

특징 때문에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것이다. 한

미국과 일본에 한거부감으로 상 으로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드라마, 영화, 오락 프

로그램 등을 자주 보고 한국의 스타, 전자제품, 생활방식, 

음식 등을 좋아해요.(D,F,H,G,O)

이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더

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었어

요.(C,E,K,N)

한국문화를 좋아해요.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을 혐오하기 때

문에 미국과 일본 문화는 싫어해요.(P)

반면,미국 문화를 선호하는 인터뷰 상자들은

친구가좋아해서따라서좋아하게되었고쉽게 할수

있으며 국과다르다는 때문에 서구의 미국문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미국문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감정표현에 있어서 중국

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Q)

3. 국가 이미지

우선한국에 한이미지의경우는한국방문경험이

있는인터뷰 상자들과경험이없는 상자들간에차

이가 있다. 부분의 방문 경험이 있는 상자들은 한

국에 한 이미지가 매우 구체 이고실제 이며 정

이다.한국의 통문화,유교문화, 자제품,커피문

화 등 통과 의 모습 모두를 정 으로 평가했

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국인은 예의가 바르고 유교

문화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고 도시가 깨끗하고 생활 편

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A,G,O)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쁘띠 부

르주아가 많고 커피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R)

그러나한국방문경험이없는 상자들은드라마,

화나 한국 련 뉴스와 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

한정보를얻기때문에한국에 한이미지가추상

이고 이상 이지만, 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가 유구하

고 음식문화가 오래된 나라예요.(C,I,K)

예절을 중시하며 연장자에 대해 예의가 있으며 경치가 아름

다워요.(C,H)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서 자주 접해요. 한국인들은 비교적 잘 놀고 비교적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아요(P,Q)

1년 정도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한국에 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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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답변을 한 인터뷰 상자도 있었다.

한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은 예의가 

있고 유교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가 깨끗하며 

생활 편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하지만 1년 정

도의 한국 생활 후 처음에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고 생각해요.(O)

한한국방문경험은없지만부정 인이미지를가

지고 있는 상자의 답변도 있었는데,이는 국 언론

이나인터넷에서 하는 경우로 한국에 한 부정 인

정보를 하고 부정 인 견해를 갖게 된 경우이다.

한국인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인

터넷을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는데,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

용에 따르면 한국인은 비교적 잘 놀고 사회는 열심히 노력

하고 화장품 등 많은 면에서 좋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중국

인들에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몇몇 한국인들

이 중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면 한국의 문화 정서를 더 이해해야할 필요

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P)

둘째,미국에 한국가이미지는기본 으로개방

인나라,자유,민주주의,경제가발달된나라라고인식

하고있으며부정 인이미지 한존재하는것으로나

타났다.

미국은 매우 개방적인 나라이며 각국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

하며 사람들이 살고 싶게 만드는 나라인 것 같아

요.(A,C,F,P,Q)

미국이 하는 전쟁들이 너무 싫고 자신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에도 간섭하기 좋아하는 나라 같아요...선진국이며 강대

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G)

셋째,일본 문화에 한인터뷰 상자들의반응

은 한국과 미국 문화에 한 반응과 아주 상반된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다. 부분의 상자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외교 문제로 일본에 해 부정 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댜오위다오( ) 문제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

아요.(A,B,C,E,I,K,R)

일본 상품은 좋아하지만 일본인은 좋아하지 않아요.(F,N)

일본 정부를 싫어하지만 일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

요. 예의범절, 개인적 소양 교육 문제 등 배울 점도 있지만, 

영원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G)

국토가 작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예요.(M)

열심히 하는 민족이지만 편견이 많고 겁도 많은 것 같아

요.(O)

여성들은 현모양처, 남성들은 매우 나쁜 것 같아요.(S)

부분의 인터뷰 상자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

에 해 정 인이미지를가지고있는것을알수있

다.한국의경우는 국과같은유교문화지만 국과는

달리 통문화를잘보존해가는모습을 정 으로인

식하고있다. 한한국문화는 통문화뿐만아니라서

구문화의 정 인 모습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해 더욱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지리 으로먼국가이지만민주주의와선진국으로서의

모습,자유분방한 측면들을 정 인 요소를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같은 동북아시아에 치해 있

으면서지리 ,문화 유사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

하고 일본의 과거 침략과 같은 역사 인 문제 때문에

국인들은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감정 인문제가남

아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댜오 다오(钓鱼岛)에서의 토문제가 일 양국 간에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과거 역사 문제가 갈등의 시

발 이기는 하지만 과거사에 한 공식 인사과의부

재,교과서 왜곡문제,댜오 다오(钓鱼岛)의 토문제

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이러한 국의 사회

문화 정서문제로 인터뷰 상자들이 일본에 한이

미지와일본 문화에 해부정 인견해를갖고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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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으로서의 수용자

이상의분석외에도추가 으로인터뷰내용 에팬

으로서의 수용자의 모습을 보인 인터뷰 상자 4명

(A,F,G,R)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이들은 좋아하

는배우나가수의온라인커뮤니티에가입한경험이있

다고 응답했다.이유는 스타의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팬들의반응을확인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공동구

매로 앨범을 구입하고 콘서트에 참가하기 해서 다.

cyworld와 m2day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

와 배우에 관한 자세한 소식들을 자주 접해보고 싶었어

요.(A)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글들을 보고 내 의견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답글도 

달고...최신의 소식들도 빠르게 보기 위해서...(G)

앨범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콘서트와 FM에 참가하기 위해

서 팬클럽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요.(R)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팬들은 특별한 수

용방식을보인다.자신들이좋아하는문화텍스트를

할때완 히몰두하여즐기기 해집 인감상방식

을취하는데이것이일반수용자들과팬의차이 이다.

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같은팬들과 화를하면

서 정보를축 한다.비(非)팬들이알지 못하는스타에

한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팬의 필수 조건이

며 이를 다른팬들에게 알리고 교류함으로써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즐기기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팬의로

서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14].몰두할 수 있는 상을

찾고그곳에서 자신들만의가치를발견할때 팬들에게

는 즐거운 일이며 동시에 그들의 문화 향유의 방식이다.

팬들은 한 문화소비에서도 특별한 수용방식을 보

인다.한국 문화를개인 차원에서즐기는형태로

유지되기도하지만,일부는팬이라불리며비슷한 심

의인터넷커뮤니티(,바이두팬카페(百度贴吧),팬클

럽(后援会),웨이보(微薄)등을통해정보를교류하면서

지속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 텍스트를 이해하기 하여 한국어를 학습하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촬 장소를 직 찾아가거나,

스타의기획사주변을방문해스타를만날기회를기

하면서 한국을 방문한다.한국 여행의 목 은 오로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와 련된 장소를 찾아가는것

이다.이러한 여행 에 스타들이 사용한 상품이나

고한 화장품과 의류를 구입한다.더 이상 국 국내에

수입된 한국 상품이 아닌 직 한국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바 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팬들의

언어,여행,상품구매경향은인터뷰내용에서도그 로

드러난다.

여행목적도 있지만, 한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신화의 콘

서트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어요...더불어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찾아가 사진도 찍었어요.(G,R)

표 2. 인터뷰 응답자의 선호 대중문화와 한미일 이미지

선호 문화 이유 국가 이미지

한국

-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영화,  
K-pop, 전자제품,  생활방
식,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대중
문화 선호

- 거부감 없는 소재(낭만적 사
랑, 따뜻한 가족의 모습 등)

- 미남미녀의 한국 스타
- 긴장해소 효과
- 한국인 친구 영향
- 접촉 용이
- 한국어 학습 영향

- 전통과 현대의 공존
- 유교적인 동양문화
- 깨끗한 도시
- 편리한 생활시설
- 우수한 전자제품
- 유구한 역사
- 음식문화
- 아름다운 경치
- 한국인들의 중국 및 중국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
도는 부정적 이미지

미국

-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선호
- 화려한 영화 스케일과 촬영기

술
- 흡입력 있는 내용과 배우
- 매력적인 멜로디와 리듬
- 영어 학습에 도움
- 중국과 다른 서구문화
- 주변인들이 선호
- 접촉 용이

- 개방
- 자유
- 민주주의
- 경제 선진국
- 미국의 전쟁 개입 등은 부정

적 이미지

일본

-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로 대체
로 일본 대중문화 비선호 경
향

- 일부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
이션 선호

- 교과서 왜곡 등 역사문제,댜
오위다오( ) 등 외교
문제로 부정적 이미지

- 일본 상품, 생활방식은 긍정
적 이미지

Ⅴ. 결 론

심층인터뷰 상자들은한국,미국,일본 문화에

한 선호장르와 이유,선호 문화 국가 이미지

에 해각기상이한응답을했다.첫째,인터뷰 상자

들은드라마, 화,K-pop，오락 로그램，패션, 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642

문화 등 한국문화 반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18명

은한국,미국,일본 문화 한국 문화를더선

호한다고답했는데그이유는한국,스타,드라마,오락

로그램,독특한 음악 스타일, 자제품,생활방식,음

식 등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며 한국

친구가 있고 한국 문화를 쉽게 할 수 있어서 한국문

화를좋아한다고했다. 한4명은좋아하는배우나가

수의온라인커뮤니티에가입한경험이있는등활발한

활동을 하는 팬들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온라인 커뮤

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향유

하고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한국방문경험여부에따라한국이미지에차이

가 있었는데, 정 ,부정 인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한국을방문한경험이있는인터뷰 상자들은

드라마 등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한 이

미지가한국방문후구체 이고 실 으로변한것을

발견했다.반면,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는 국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에 해추상 이며이상 인이미지를가지고있었다.

둘째,인터뷰 상자들은 미국 문화 화,드

라마, 음악장르를선호하며뛰어난 화기술,흡입

력있는 거리, 어학습에도움등의이유로좋아한

다고 응답했다. 한 미국을 개방 이고 자유,민주주

의,경제가 발달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인터뷰 상자들은일본 문화에 해한국

과 미국 문화 수용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 는데,

부분애니메이션, 음악,드라마를 한경험은있

지만일본 문화를자주 하지는않는것으로드러

났다.역사왜곡과 댜오 다오(钓鱼岛)와 같은 외교 문

제들로인해일본에 해부정 인이미지를가지고있

으며이러한이미지가일본 문화 에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80-90호우(后)세

가외국 문화를 선택 으로수용하고 있으며 문

화수용의 단기 에 문화 장르의 내용뿐만 아니

라,역사,정치,사회등의문제들이상당한 향을미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한류연구 문화 근 성으로 근한

연구의기본개념을보면지리 ,문화 ,언어 요소들

이 문화 으로친근감을 유발해 외국 문화에 쉽게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80-90호우(后)세 들이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이유 문화 (유교문화)

요소와는 깊은 계가 있지만,다른 요소인 지리 (한

미일 방문여부),언어 (외국어 실력정도)요소들과는

큰 계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반면,미국과일본

문화의 경우는 지리 ,문화 ,언어 요소들이 큰

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을 인터뷰를 심으로 하여 실증

인 측면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연

구 상을 국베이징에 거주하는 은 세 로 국한하

여 다양한 계층에 한 분석이 이 지지 못했다.따라

서 향후연구에서는 연구지역과 연령을 다양화한 설문

조사를병행한보충연구와함께,본연구에서추가 인

분석으로 진행된 한류 팬으로서의 80-90호우(后)에

한 확장된 추가연구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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