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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상콘텐츠는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소비한다. 소비에 필요한 욕

구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욕구는 소비의 강력한 원천이 된다.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대상의 속성의 접점이 생기면 동기가 되고, 이는 소비로 이어

진다. 이러한 소비는 낭만윤리에 기반하며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된다. 소

비자의 인지구조와 개인적 가치를 연결지어 설명하는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 MEC)이론은 소비자가 제품의 소비 시에 고려하는 속성(attribute)과 이를 통

해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혜택(benefit) 또는 결과(consequence), 개인이 얻을 수 있

는 궁극적인 추구 가치(value)를 연결하여 설명하며, 사다리 기법(Laddering)을 활

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대만 여대생이 소비하는 영상콘텐츠를 사다리기법으로 분석하여 

자국 콘텐츠와 한류 콘텐츠 소비의 특성을 분석하고 추구가치를 파악한다. 수단-

목적 사슬이론을 통해 도출된 계층가치지도(HVM) 결과를 살펴보면, 낭만윤리 소

비자로서 ‘사랑’과 ‘재미’를 공통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대만과 여대생이 속한 사

회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가치추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국의 영상콘

텐츠의 소비에서는 배경(속성)-현실공감(결과)-존경(가치)이 중요하게 나왔지

만, 한국 영상콘텐츠의 소비에서는 줄거리의 재미와 사랑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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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흥행요인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연구 관심이 부족했

던 지역인 대만 소비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소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영향을 받는 문화소

비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특히 영상콘텐츠 소비를 통한 소비자의 인지구조

를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과 기대 결과의 파악, 수출 콘텐츠로서 한

류 영상콘텐츠 제작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주제어: 추구가치, 대만 여대생, 수단-목적 사슬이론, 사다리 기법, 문화소비, 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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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활용한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전 세

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미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다국적 콘텐츠를 시공간을 초월해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시차, 문화, 국가 간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20 여 년 동안 세계문화의 주요한 흐름이 된 ‘한류(韓流)’와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

한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와 중남미,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드

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K-POP, 게임, 웹툰,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콘텐츠가 창조된 지역 및 국가에서는 소비되기 

쉽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언어, 관습, 역사, 생활 수준 등의 차이로 인

한 문화장벽으로 인해 소비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문화콘

텐츠는 현지 국가의 자국 문화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국가의 문화콘텐츠

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동기와 소비자의 

추구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조사대상인 대만 사회

의 소비환경을 조사하고, 둘째,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인 대만 

여대생들이 소비한 영상콘텐츠의 속성과 결과를 조사하고, 셋째, 대만 

소비자의 자국 콘텐츠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할 때의 추구하는 가치의 유

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의 소비행위 동기

에 대해 탐색하고, 현지 관찰조사를 통해 콘텐츠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영상콘텐츠에 대한 차별적인 소비동기와 추구

가치를 분석한다. 대만의 국립까오슝대학교(國立高雄大學校) 사회과학

연구원 동아시아어학과 여대생 16명1)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추출된 자료를 사다리기법으로 분석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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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콘텐츠와 한류 콘텐츠 소비의 특성을 비교하고 추구가치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대만 콘텐츠와 한국 콘텐츠의 소비에서 속성과 결과,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낭만윤리와 소비의 추구가치

문화콘텐츠는 시각 또는 청각의 텍스트로 만들어지며, 이 텍스트는 창

작자가 만들어낸 다양한 기호, 즉 문화코드로 엮어진다. 콘텐츠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문화코드 조합인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 창작자

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가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제공되면 사회의 소비자

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코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

비자의 문화코드 해석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

한 양상으로 문화코드를 해석한다. 이러한 일정한 양상의 해석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형태에 따른 해석적 틀과 레퍼토리로 구성되기 때

문에 소비자가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이용환경이 변화하며, 이용자의 자

율성과 파편화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증대되었다.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

에는 이용자의 이용환경에서 미디어 접근성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이용자

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력, 역량, 취향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이용환경

에 중요하게 되었다. 미디어 이용이 현실 인식이나 지각에 상당한 영향

을 주며,2)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 소비자는 미디어가 보여준 현실을 

1) 대만 영상 콘텐츠와 한국 영상 콘텐츠의 소비에 대한 연구이기에 한국 영상콘텐츠를 소

비한 적이 있는 대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수업의 수강생은 21명이었는데 

조사를 허락한 16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전공 9명 외에 일본어 전공 3

명, 베트남어 전공 1명, 문학 1명, 이학 1명, 체육학 1명으로 구성되었다. 

2) Gerbner, G., “Cultivation analysis: An overview”,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3/4), 1998, pp.175-194; 바이만(Weimann, G.), Communicating Unreality: Modern 

Me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 구성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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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현실로 받아들인다.3)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가 하위문화로서 사회와 어떻게 상호소통하며 소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욕구와 동기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욕구는 더 넓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인에 내재하여있어서 분석적 연구가 쉽지 않다. 그에 반해 

동기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욕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에 반응하여 나타난다. 동기는 소비대상이 가진 

속성(attribute) 중에 욕구가 원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어 충족시킬 것으

로 예상되면 나타난다. 즉,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대상의 속성의 접점이 

생기면 동기가 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진다.4)

속성에 반응한 동기로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이

나 불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긍정적 결과

를 얻어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속성을 가진 소비대상을 찾게 

된다. 하지만 경험을 통한 속성과 그로 얻을 결과만으로 소비가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을 가졌거나 가졌다고 

주장하는 소비대상은 많지만, 사회 내 소비자의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로 실제 유행이 되는 소비대상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

회 내 소비자에게 해당 대상이 욕구의 원천이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추

구하는 가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즉, 소비를 통해 얻은 결과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낭만윤리는 현대인의 소비를 자기만족적 행위(self-gratificatory ac-

tivity)로 설명한다.5) 현대 소비자는 모든 것에서 자기만족적 행위로서 

3) 이준웅․장현미, ｢인터넷 이용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문화계발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제2호), 2007, 363-391쪽.

4) 송기인, ｢페이스북에 대한 대학생의 가치 및 가치단계도(HVM): 수단-목적 사슬 이론

과 래더링 기법의 적용｣, �광고연구� 제 115호, 2007, 332-365쪽, 

5) Campbell, C., The Romantic Ethr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ption, Oxford: 

Blackwel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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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을 끌어내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데, 소비자의 개인 내면에서 발생

하는 쾌락의 감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모든 즐거움은 소

비의 핵심이자 바탕을 이루게 된다. 생산 중심의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구조적 제약에도 개인 내면의 감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즐기는 낭만

윤리에 따른 소비를 한다.6) 낭만윤리에 기반한 쾌락은 소비자가 추구하

는 가치를 충족하였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가 공유하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으로서의 문화를 어떻

게 소비하는지를 연구한다. 대중문화 콘텐츠로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영상콘텐츠를 선정하였다. 특히 한류소비의 가장 대표적 문화

권인 중화권인 대만의 한류 소비층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수용자가 어

떠한 동기를 가지고 자국과 한국의 영상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하는지 

고찰한다.

Ⅲ. 연구방법

1. 설문과 심층면접조사

본 연구는 대만 국립까오슝대학교 동아시아어학과 전공과목 수업을 

활용해서 설문과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주관식으로 작성된 설문결

과를 이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은 응답자의 텍스트

가 가지는 메시지와 기호(코드), 그리고 응답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분

석에 초점을 두었다.

설문지는 성명과 성별, 연령, 고향, 처음 접한 작품과 감상시기, 지금

까지 접한 한국 영화 및 드라마 편수, 좋아하는 작품과 기억에 남는 대사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에서는 처음 접한 작품과 현재 

6) 궁선영 ‧ 유승호, ｢소비자는 생산하는가?: 서구 소비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생비자

(New Prosumer)의 출현｣, �사회사상과 문화� 제19권(제2호), 2016, 129-168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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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대만 및 한국 작품, 영상콘텐츠의 수용환경과 계기,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응답은 유년 시절을 회상하거나 자신의 가족 등을 대상

으로 조사하는 시간을 위해 2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었다. 내용분석은 대

만의 사회환경을 분석하고, 설문응답과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시청한 대만과 한국의 영상콘텐츠에 대한 내용분석과 상징을 

통한 기호분석을 하였다.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영상콘텐츠를 보게된 동

기, 영상콘텐츠 소비를 통해 얻은 혜택 또는 결과,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환경과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탐

색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소비환경에 대한 분석자료를 구득하였다.

2. 사다리기법

사다리 기법(Laddering)은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왜 중요한지를 파악

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반구조화된 질적 방법론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내재된 주된 대상의 수단과 목적,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규

명해내는 기법이다. 소비자의 소비행태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므로, 소비대상에 대한 지식과 관심, 또는 소비한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7) 

사다리 기법을 이용한 분석은, 속성의 공통패턴 추출, 함축매트릭스

(Implication Matrix) 도출, 계층가치지도(HVM: Hierarchical Value 

Map) 작성 등의 세 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소비대상의 주요한 

속성을 알기 위해 소비자가 소비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소비자들이 제시한 속성을 취합하여 공통적인 패턴을 추출한

다. 둘째,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속성과 관련하여 심층 면

접(인터뷰)을 진행하여, 이전 단계에서 밝혀진 속성, 결과, 가치 사이의 

7) Reynolds, T.J. & Olson, J.C., “Understanding consumer decision Making: The 

means-end approach to marketing and advertising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10(1), 2001,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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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을 찾는다. 즉,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구조를 찾아내기 위

해 심층면접을 통해 소비자가 추상화 단계의 위쪽까지 올라오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가진 가치관을 추적하며, 인지구조를 찾는다. 

셋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세분하고, 이렇게 범주화된 개념 간의 연계를 함축매트릭스로 표현한다. 

각 요소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계층가치지도로 표현할 때는 직접적 관

계와 간접적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8)

사다리 기법은 수단-목적 사슬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동기를 인식

하는 구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질적 분석기법이며,9) 영상콘텐츠 소비

자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 이를 만족시킬 수단을 지닌 소비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해 

얻고자 하며, 소비과정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악

하고자 한다. 즉, 속성(attribute)과 결과(consequence), 그리고 가치

(value)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소비기제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영

상콘텐츠에 적용하면, 영상을 구성하는 속성을 추출하고, 소비자가 콘텐

츠 소비를 통해 얻는 혜택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도출

하여 영상콘텐츠의 소비기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다리 기법은 관여도가 높은 대상자를 요구하므로, 콘텐츠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속성(A)-결과

(C)-가치(V)를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계층가치지도를 작성하는 방법

과 기준이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치사슬의 가장 높은 추상화 

수준에 있는 결과를 중간에 두어 가교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차선을 

8) Gutman, J., “A means-end model based on consumer categorization processes”, 

Joumal of Marketing 46, 1982, pp.60-72; Reynolds, T., & Gutman, J., “Laddering 

theory, method, analysis,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28(1), 1988, pp.11-31.

9) Aurifeille, J-M. & Valette-Florence, P., “Determination of the dominant 

means-end chains: A constrained cluster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2, 1995,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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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였다. 또한 계층가치지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선과 원의 굵기를 

빈도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속성의 중요성과 연관성의 크기를 제시하였

다. 즉, 원 테두리의 굵기는 선택 횟수를 나타내고, 개념 간 연관관계는 

선의 굵기로 표현하였다.

Ⅳ. 대만 여대생의 한류 콘텐츠 소비경향과 추구가치

1. 현대 대만사회와 영상콘텐츠의 소비경향

대만(臺灣)은 국공내전 이후에 한국과 반공을 같이 공유했지만 1992

년 양국의 단교이후 반한감정10)을 가진 노년층과, 함께 성장하던 시기를 

보냈던 중장년층, 그리고 2000년 전후에 한류의 영향 아래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란 젊은 층이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차별적이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반한감정이 높아지는 반면에, 젊은층은 

반한감정이 약하다. 특히 한국의 문화콘텐츠,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음

식, 자동차 등에 대해 젊은층의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높다.11) 물론 평소

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문화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 친밀감을 보

이지만, 반한감정을 자극하는 해프닝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반한의식에 

동조하기도 한다. 대만의 젊은이들은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불만 욕구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한감정이 강한 노년층

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를 즐기는 젊은층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반한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10) 반한감정(反韓感情)은 1992년 단교의 ‘충격’을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당의 한국

독립활동 지원 및 카이로회담에서 독립 지지, 한국전쟁 당시 방위성금과 상호 군사고

문단 파견 등으로 생긴 우방이라는 우호적 감정을 쌓았으나 서투른 단교과정에서 생긴 

충격적인 배신감으로 부정적 감정이다.

11) 이정화, ｢대만 여대생이 선호하는 대만과 한국의 영상콘텐츠 비교분석｣, �문화교류�

제16권(제1호), 2017, 125-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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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더딘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난과 청년 실업률, 저임금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젊은 세대를 좌절하게 했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기성세

대가 젊은 세대를 무기력하고 연약한 딸기세대로 지칭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다양한 정치적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2013년의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입법원 점거사건)을 기점

으로 같은 해 일어난 홍콩의 우산혁명에 대한 동조와 지지, 탈핵운동과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한 주거시위, 2016년 총통과 입법원 선거에 이르

기까지 젊은 세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젊은층은 사회를 주도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주는 세대로 탈바꿈하

였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일본문화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친밀

한 감정이 있으며, 대만 거주 한국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 콘텐츠

와 상품을 소비하며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보인다. 대만에서의 한류콘텐

츠 선호현상은 1999년 가수 클론의 인기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

화까지 확장되고 있다. 나아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장

르로 확대되고 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에 등장한 

한국상품이나 한식에 대한 인기도 높다.

대만에서 한국 콘텐츠가 소비되기 시작한 시기는12) 한류가 태동하던 

12) 1995년부터로 대만 유선방송 위성중국어방송(衛視中文台)에서 <마지막 승부>(青出於

藍)와 <재즈>(墮落天使)가 시작이다.(劉淑棻, 2000) 하지만, 이 두 편의 흥행은 좋지 

않았다. 1996년 피리위성(霹靂衛星)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를 상영했지만 시청률이 매

우 저조했다. 일본보다 저렴한 콘텐츠 가격으로 방영을 계속하여 한류가 시작되는 기

반이 되었다(董文君, 2012: 79). 이후 마약 퇴치를 위해 정부 지원으로 제작되었던 <백

색미로>(國際列車殺人事件)와 암흑가를 다룬 <적색지대>(赤色烽火情) 등이 방영되면

서 대만 시청자에게 익숙해졌다(亞洲週刊, 2001); 劉淑棻，｢好戲價到 韓劇篇　韓劇流

侵 搶搶滾　劇情ㄅㄧㄤˋ 星光亮 俗擱大碗｣，�民生報� ，2000.08.24.; 동문군, ｢대만

한류의 발전과 번역현황: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5호, 2012, 79

쪽; 亞洲週刊, 2001.06.24., 25-36쪽, http://home.pchome.com.tw/home/chain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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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주로 대중가요와 드라마가 인기였는데 대중

가요는 클론을 선두로 H.O.T와 안재욱 등이 인기가 있었다. 드라마는 

한류의 시발점이 된 <사랑이 뭐길래>를 비롯해서 <불꽃>, <가을동화>, 

<이브의 모든 것> 등이 인기를 누렸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대만의 

한류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대장금>, <상도> 등의 사극과 <겨

울연가>, <아내의 유혹> 등 현대극, 동방신기, 비, 장나라 등의 대중가요 

가수가 인기를 누렸다. K-POP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장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등의 퓨전사극과 <드림

하이>, <시크릿 가든> 등 현대극,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빅뱅, FT아일

랜드, 원더걸스 등의 아이돌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대만인

의 한류 콘텐츠 인식순서는 드라마, 한식, K-POP, 영화 순이었다.

대만에서는 한류(韓流)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한(哈韓)을 대중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나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한족이라고 부른다. 대만 젊은이들의 비속어로 “좋아하다” 또

는 “연연해하다” 뜻의 ‘하(哈)’를 주류매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선호현상에는 이렇게 지칭하

지 않는다.13)

한국 콘텐츠 인기의 원인으로는 대만의 방송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시

의적절성14)과 문화 동질성, 기획 및 마케팅 경쟁력 등을 꼽는다.15) 구체

적으로 보면, 첫째, 드라마의 내용과 구성이 서민의 일반생활에 가까워 

동일시하기 쉽고, 로맨스적 사랑과 부모애, 과장된 우정 등이 있어 공감

하기 쉬워 흡입력이 강하다. 둘째, 한국 드라마는 비용을 많이 들여 질이 

page3/new2001/ 20010624yzzk.htm

13) 황장령, ｢대만의 한국문화 현황과 미래｣, �문화과학� 제52호, 2007, 207-219쪽

14) 2000年代哈日風的風行，讓日方恃寵而驕，不斷提高日劇的權利金，多數電視台業不 

堪負荷，轉而求為次級的替代品，韓劇的出現，於台灣電視業來說，是個意外 的驚喜

發現。八大(GTV)電視台娛K台之經營策略初探,李宥, 台藝大應用媒體藝術 所.

15) 동문군, ｢대만한류의 발전과 번역현황: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5

호, 2012,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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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고 정교하여 완성도가 높다. 셋째, 높아진 한류 인기로 인해 빠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많은 관심을 유도한다. GTV 부사장 뢰총필(賴聰

筆)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대해 “한국 드라마를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

는 여성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사랑 이야기나 트렌디 드라마를 주로 시

청한다.”라고 하였다.16)

이상의 대만의 콘텐츠 소비환경은 정치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라 추구

하는 가치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젊은층은 사회를 주

도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주는 세대로 성장했으며, 어려운 현실속에

서도 시민사회17)에 참여하면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볼 수 있다. 

2. 심층면접 분석

대만의 수도로서 대표적인 정치 ‧ 경제 ‧ 사회 중심도시인 타이베이와는 

달리 까오슝(高雄)은 타이베이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도시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다. 심층면접은 2014년 2

월부터 8월까지 까오슝시에 위치한 국립까오슝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동아시아어학과 한국어전공 4학년 여학생(한국어 전공 4명/일

본어 전공 1명, 대만 국적 4명, 홍콩 국적 1명)을 중심으로 주 2~3회씩 

모임을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18)

 주요 질문사항은 젊은 세대의 영상콘텐츠 소비방식과 매체, 사회환경, 

경제상황, 진로문제, 해바라기운동 참여 이유 등이다. 처음에 한국 드라

마를 어떻게 접하게 될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되어서”, “친구

가 재미있다고 하기에”, “식당에 갔는데 보고 있기에 무심코 보다가”, “모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출연한다기에”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젊은 세대

16) 같은 글.

17) 해바라기 운동과 반핵운동 등에 대한 참여.

18) 2014년 3월 둘째 주부터 4학년 스터디 참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인 6월 마지막 주까

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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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대 후반에 가수 클론을 시작으로 대만에서 한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모의 시청취향에 영향을 받아 한국 콘텐츠에 익숙

한 계층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계층이 되었다. 한국 콘텐츠의 

소비로 이끄는 것은 가족이었고 주로 어머니와 언니의 존재가 중요하였

다. TV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 특히 보호자인 부모와 같이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만 콘텐츠 등 여러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한국 콘텐츠를 

처음 소비하게 되면서 한류소비자로 변화해가기 시작한다. 

3. 사다리기법을 통한 영상콘텐츠 추구가치 분석

1) 선호하는 영상콘텐츠

대만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대만 콘텐츠는 총 10개 작품으로 <표 1>와 

같다. 한국에 소개된 제목명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소개되지 않은 작품은 

한자 독음을 사용했으며, 방영 및 개봉연도는 현지 방영과 개봉을 기준

으로 하였다.

빈도수 작품명

5 연애의 조건(애가능불회애니 - 我可能不會愛你)[2011]

2 다음 역은 행복(下一站，幸福)[2009-2010]

1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2007]*

터치 오브 라이트(逆光飛翔 - Touch of the Light)[2012]*

A가적로(A咖的路 - 그대 유일해)[2014]

내 자유시대(我的自由年代; 대만판 ‘응답하라 1994’)[2013]

서리인처(犀利人妻 - 결혼하면 행복할까)[2010-2011]

투어(鬥魚)[2004], 비자영웅(痞子英雄)[2010-2011]

2분 20초(2分20秒)[2009]*

<표 1> 대만 여대생이 선호하는 자국 영상콘텐츠 

참고: *는 영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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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콘텐츠는 <표 2>와 같이 총 14개 작품

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소비에서 시차가 

거의 없으며, 한국 문화콘텐츠는 TV를 통해 소비했던 것처럼 기성세대

는 다를 수 있다.

빈도수 작품명

2 시크릿가든[2010-2011] 응답하라 1997[2012]

1

파리의 연인[2004]

49일[2011]

보고 싶다[2012-2013]

별에서 온 그대[2013-2014]

굿닥터[2013]

앙큼한 돌싱녀[2014]

7번방의 선물[2013]*

커피프린스 1호점[2007]

노브레싱[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응답하라 1994[2013]

학교 2013[2012-2013]

<표 2> 대만 여대생이 선호하는 한국 영상콘텐츠

2) 영상콘텐츠의 내용코드

 콘텐츠에 적합한 속성(attribute) 내용코드를 도출하기 위해 대만과 

한국의 영상콘텐츠에 사용되는 코드를 앞 기호를 부여하면서 ‘남자배

우’, ‘여자배우’, ‘출연자’ 등 배우와 같은 인접 코드도 고려하며 정의했

다. 자국 및 한국 영상콘텐츠의 순으로 기호를 통일해서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속성은 ‘주제’, ‘배경’, ‘여자’, ‘남자배우’, ‘줄거리’, ‘캐릭

터’, ‘출연자’, ‘홍보요소’ 순으로 기호화하였다. ‘주제’에는 콘텐츠를 선

택하게 된 로맨스, 액션 등의 장르와 가족,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배

경’에는 콘텐츠에서 다루어지는 시기 및 시대, 지역 등이 해당되며, ‘여

자배우’와 ‘남자배우’는 선호하는 남녀 배우 중 이성, 롤모델 등의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이다. ‘줄거리’는 콘텐츠의 소개 

및 시놉시스나 선택 전에 알려진 명대사 등이 포함되었고 ‘캐릭터’는 선

택 전에 알려진 콘텐츠 내 캐릭터의 사랑 방법이나 빈곤, 형편 등 등장 캐

릭터의 특징이 포함되었다. ‘출연자’는 특정 출연자에게 이성, 롤모델 등



대만 여대생의 문화콘텐츠 추구 가치 분석 | 이정화, 남기범  199

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전체 출연자나 아역 출연자, 출연자 조합 등 

다양한 출연자가 있어 선택했다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1단계: 속성(A) 2단계: 결과(C) 3단계: 가치(V)

A1) 주제 C1) 좋은 기분 V1) 재미

A2) 배경 C2) 대리만족 V2) 사랑

A3) 여자배우 C3) 현실 공감 V3) 희생

A4) 남자배우 C4) 좋은 삶 V4) 성공

A5) 줄거리 C5) 인간관계 V5) 희망

A6) 캐릭터 C6) 가족애 V6) 보편

A7) 출연자 C7) 삶의 의미 V7) 소속

C10) 현실회피 V9) 존경

C11) 새로움

총 7개 총 9개 총 8개

<표 3> 대만 여대생의 영상콘텐츠 내용코드 

이상의 속성 내용코드에 따른 결과 내용코드를 도출하기 위해 자국와 

한국 영상콘텐츠의 순으로 기호를 통일해서 부여하였고 먼저 도출된 ‘어

려움 회피’(C8), ‘부담 회피’(C9)는 ‘현실회피’(C10)로 통합하였다. 결과 

내용코드(C)는 1부터 11까지 좋은 기분, 대리만족, 현실 공감, 좋은 삶, 

인간관계, 가족애, 삶의 의미, 함께 공존, 고난 대처, 현실회피, 새로움 

순으로 기호화하였다. ‘좋은 기분’에는 영상콘텐츠를 소비한 후에 시간 

보내기, 유머, 기분전환, 즐거운 기분, 격려 등의 결과를 얻은 것이며, 

‘대리만족’에는 콘텐츠 내의 환경이나 캐릭터를 통해 연애, 결혼, 권선징

악 등의 상황에 대처해서 콘텐츠를 통해 만족한 것이며, ‘현실 공감’은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상황이나 행동에 공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좋은 

삶’은 지금의 상황에 따른 삶보다는 나은 이상적이거나 부유한 또는 꿈꾸

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관계’는 이웃, 우정 등 사회 속 인간관계

를 생각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가족애’는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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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거나 가족이 더 결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경

우가 포함된다. ‘삶의 의미’는 삶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며, ‘현실회피’는 콘텐츠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고 ‘새로움’은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

나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 내용코드에 따라 추론된 가치(value)를 도출하기 위

해 동일 국가와 자국 및 한국(외국) 영상콘텐츠의 순으로 기호를 통일해

서 부여하였다. 가치 내용코드(v)는 1부터 9까지 재미, 사랑, 희생, 성

공, 희망, 보편, 소속, 전통, 존경 순으로 기호화하였다. ‘재미’에는 결과

를 통해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으로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행복 등이 포

함되고, ‘사랑’은 연인, 이성, 가족, 국가 등에 대한 사랑에 해당된다. 

‘희생’은 ‘사랑’을 초월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타인을 위한 마음, 감

동을 만들어내는 타인을 위한 마음 및 행동 등 주로 타인에 대한 희생적

인 사랑(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등 가족 간 사랑 제외)에 해당된다. ‘성

공’은 행복한 가정, 부자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가 해당되고 

‘희망’은 자신의 현재 형편이나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가올 미래에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거는 것이다. ‘보편’은 인간으로서

의 동감 및 교훈, 인간성, 사회정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소속’은 자신이 어떠한 곳에 소속되었다는 것이나 구성원과 우호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며, ‘존경’은 풍요로움 등을 

통해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해당된다.

3) 영상콘텐츠의 함축 매트릭스

대만 여대생이 대만 콘텐츠 선택 시, 속성과 결과의 관계를 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속성 A6(캐릭터)은 결과 C2(대리만족)와 제일 강

한 3회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속성 A1(주제)은 결과 

C3(현실 공감)와 2회의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속성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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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주제(A1)가 5회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캐릭터(A6)가 4회로 

높았으며, 여자배우(A3)와 남자배우(A4)가 각각 2회로 뒤를 이었다. 결

과의 빈도수를 보면, 대리만족(C2)이 6회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실 

공감(C3)이 4회, 현실회피(C10)와 새로움(C11)이 2회로 뒤를 이었다. 

콘텐츠 시청 후 결과에서는 자신을 이입한 대리만족(C2)의 빈도수가 가

장 높았으며, 현실과 관련하여 공감(C3)과 회피(C10) 등이 다음으로 높

았다.

구분
C1)

좋은 기분

C2) 

대리만족

C3) 

현실 공감

C4) 

좋은 삶

C10) 

현실회피

C11) 

새로움

A1) 주제 1 2 1 1

A2) 배경 1

A3) 여자배우 1 1

A4) 남자배우 1 1

A5) 줄거리 1

A6) 캐릭터 3 1

A7) 출연자 1

<표 4> 대만 여대생의 대만 콘텐츠 속성-결과 간 연결관계 빈도(N=16) 

속성과 결과 간의 함축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결과와 가치 간의 연결 

관계 빈도(함축 매트릭스)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결과-가치 간 연결 

관계에서 결과 C2(대리만족)는 V2(사랑)과 가장 강한 3회의 연계를 가

졌다. C2(대리만족)는 V1(재미)과, C3(현실 공감)은 V9(존경)과 두 번

째로 강한 2회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가치는 사랑(V2)이 4회로 가장 

높았고, 재미(V1)와 희생(V3)이 3회로 높았으며, 보편(V6)과 존경(V9)

이 2회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만 여대생이 한국 콘텐츠 소비를 통해 추

구하는 가치에서 연인과 가족과의 사랑이 가장 중요했으며, 다음으로 재

미와 이성 등 타인에 대한 희생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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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1) 재미 V2) 사랑 V3) 희생 V4) 성공 V5) 희망 V6) 보편 V9) 존경

C1) 좋은 기분 1

C2) 대리만족 2 3 1

C3) 현실 공감 1 1 2

C4) 좋은 삶 1

C10) 현실회피 1 1

C11) 새로움 1 1

<표 5> 대만 여대생의 대만 콘텐츠 결과-가치 간 연결 관계 빈도(n=16) 

대만 여대생의 한국 영상콘텐츠 소비에 대한 함축 매트릭스는 <표 6>

과 같다. 속성 A1(주제)과 A6(캐릭터)은 결과 C2(대리만족)와, 속성 A5

(줄거리)는 결과 C1(좋은 기분)이 각각 2회로 가장 강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속성의 빈도수를 보면, 줄거리(A5)가 5회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캐릭터(A1)가 4회, 여자배우(A3)가 3회 등으로 뒤를 이었

다. 결과는 대리만족(C2)이 5회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좋은 기분(C1)

과 현실회피(C10)가 3회, 삶의 의미(C7)가 2회로 뒤를 이었다. 한국 콘

텐츠 선택 시 속성에서는 줄거리(A5)와 콘텐츠 내 캐릭터(A6)와 여자배

우(A3)를 중요시하였다. 결과에서는 자신을 이입해 얻을 수 있는 대리만

족(C2)을 가장 많이 얻고자 하였고, 즐기기 위한 좋은 기분(C1)과 현실

회피(C10)를 많이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C1)

좋은 기분

C2) 

대리만족

C3) 

현실 공감

C5) 

인간관계

C6) 

가족애

C7) 

삶의 의미

C10) 

현실회피

A1) 주제 2 1 1

A2) 배경 1

A3) 여자 배우 1 1 1

A4) 남자 배우 1

A5) 줄거리 2 1 1 1

A6) 캐릭터 2

<표 6> 대만 여대생의 한국 콘텐츠 속성-결과 간 연결 관계 빈도(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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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상콘텐츠 속성과 결과의 함축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결과와 가

치의 연결 관계 빈도(함축 매트릭스)를 분석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대

만 여대생의 대만 콘텐츠에서 결과-가치 간 연결 관계에서, 결과 C2(대

리만족)는 V2(사랑)과 가장 강한 3회의 연계를 가졌고, C1(좋은 기분)은 

V1(재미)과 강한 연결성을 보여주며, C7(삶의 의미)은 V3(희생)과는 2

회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가치에서는 재미(V1)가 6회로 가장 높았고, 

사랑(V2)과 희생(V3)이 4회로 높았다. 대만 여대생이 한국 콘텐츠 소비

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가 가장 중요했으며, 이성 

등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V1) 재미 V2) 사랑 V3) 희생 V4) 성공 V7) 소속

C1) 좋은 기분 3

C2) 대리만족 1 4

C3) 현실 공감 1

C5) 인간관계 1

C6) 가족애 1

C7) 삶의 의미 2

C10) 현실회피 1 1 1

<표 7> 대만 여대생의 한국 콘텐츠 결과-가치 간 연결 관계 빈도(n=16) 

대만 여대생의 영상콘텐츠에서 많이 나타난 내용코드를 순위별로 정

리해보면 <표 8>과 같다. 대만 여대생이 영상콘텐츠를 선택하는 핵심 속

성은 ‘주제’이지만, 대만 영상콘텐츠에서는 ‘캐릭터’를 가장 선호했고 한

국 영상콘텐츠에서는 ‘줄거리’를 가장 선호하였다. 소비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서는 ‘대리만족’이 가장 많았지만, 자국 영상콘텐츠에서는 ‘현실

공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한국 영상콘텐츠에서는 ‘좋은 기분’이 가장 

크게 제시되었다. 추구가치는 ‘사랑’과 ‘재미’의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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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영상콘텐츠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가장 많이 추구했고. 한국 영

상콘텐츠에서는 ‘재미’와 ‘희생’을 더 추구했다. 

구분
1위 2위 3위

내용코드 수 내용코드 수 내용코드 수

속성
대만 주제 5 캐릭터 4 남자배우/여자배우 2

한국 줄거리 5 주제 4 여자배우 3

결과
대만 대리만족 6 현실 공감 4 현실회피/새로움 2

한국 대리만족 5 좋은 기분/현실 회피 3 삶의 의미 2

가치
대만 사랑 4 재미/희생 3 보편/존경 2

한국 재미 6 사랑/희생 4 성공/소속 1

<표 8> 대만 여대생의 영상콘텐츠 내용코드 빈도 순위 

4) 영상콘텐츠의 계층가치지도(HVM)

이상과 같이 대만 여대생이 소비하는 대만과 한국의 영상콘텐츠의 내

용코드에 따라 함축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으며, ‘속성-결과’, ‘결과-가

치’의 연계를 통해 각각의 함축 매트릭스를 통합하여 계층가치지도

(Hierarchical Value Map: HVM)를 작성하였다. 먼저 대만 여대생의 

대만 영상콘텐츠의 추구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계층가치지도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대만 여대생들이 대만 콘텐츠 소비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체계(A-C-V)

에서 캐릭터(A)-대리만족(C)-사랑(V)이 가장 높았고, 주제(A)-현실 공

감(C)-존경(V)과 캐릭터(A)-대리만족(C)-재미(V)가 뒤를 이었다. 이는 

대만 여대생들이 자국 콘텐츠인 대만 콘텐츠 소비에서 콘텐츠에 나타난 

캐릭터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으며, 희생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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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만 여대생의 대만 영상콘텐츠 계층가치지도 

계층가치지도에서는 모든 연결 관계에 대해 해석하기보다는 연결 관

계 수가 높은 중요한 연결 관계에 대해서만 해석하였다. 대만 여대생의 

대만 콘텐츠에 대한 계층가치지도에서 보이는 주요 연결 관계를 정리하

면 <그림 2>와 같다. 영상콘텐츠의 캐릭터와 주제가 주요한 속성이며, 

그로 인한 결과로는 영상콘텐츠를 통한 대리만족과 현실 공감이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사랑, 재미, 존경이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 대만 여대생의 대만 영상콘텐츠에 대한 주요 연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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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대생의 한국 영상콘텐츠의 추구가치 파악하기 위한 계층가치

지도는 <그림 3>과 같다. 대만 여대생들이 추구하는 가치체계(A-C-V)

에서 주제(A)-대리만족(C)-사랑(V)과 캐릭터(A)-대리만족(C)-사랑

(V)이 가장 높았고, 줄거리(A)-좋은 기분(C)-재미(V)가 뒤를 이었다. 

대만 여대생들은 한국 콘텐츠 소비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소비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얻으며, 이를 통해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거나 콘텐츠에 

나타난 캐릭터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으며,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대만 여대생의 한국 영상콘텐츠 계층가치지도

대만 여대생의 한국 영상콘텐츠에 대한 계층가치지도에서 보이는 주

요 연결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주요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영상콘텐츠 내 주제, 캐릭터, 줄거리가 주요 속성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영상콘텐츠를 통한 대리만족과 좋은 기분이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

는 사랑과 재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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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만 여대생의 한국 영상콘텐츠에 대한 주요 연결 관계 

 수단-목적 사슬이론을 통해 도출된 계층가치지도 결과를 정리하면, 

대만 여대생은 대만 영상콘텐츠에서는 ‘캐릭터-대리만족-사랑과 재미’

와 ‘주제-현실공감-존경’이 강했고 한국 영상콘텐츠에서는 ‘주제와 캐

릭터-대리만족-사랑’과 ‘줄거리-좋은 기분-재미’가 강하게 나타났다. 

대만 여대생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줄거리나 주제에 반응해 소비하고 

대리만족과 좋은 기분을 얻어서 사랑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자국의 영상콘텐츠에서는 배경(속성)-현실공감(결과)-존경(가치)이 

중요하게 나왔지만, 한국 영상콘텐츠에서는 공감이나 존중의 가치가 크

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대만 여대생에게 한국의 영상콘텐츠의 현실에 

공감하거나 배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자국 콘텐츠에서는 공감이 가

능했기에 나타난 차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대만은 1인당 GDP가 2만 3천 달러19)를 넘어서는 세계 30위권 경제 

수준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청년실업률과 증가하는 비정규직

으로 인해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사회에 진출을 앞두

19) 대만 통계청(2015), 2013~2014년 기준(조사 당시 기준), 2018년 현재 25,501달러; 中

華民國統計資訊網, https://www.stat.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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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대만 여대생들에게 대만 영상콘텐츠는 현재의 자신들을 이입하

여 대리만족할 수 있는 캐릭터의 사랑과 즐거움을 주는 반면, 한국 영상

콘텐츠는 소비하는 과정 중에 진행되는 줄거리의 재미와 사랑을 통해 대

리만족을 주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대만 소비자는 여자배우와 줄거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본다. 한국 영상콘텐츠는 외국 콘텐츠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현실에 이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만 여대생이 자국 콘텐츠에서는 자기 이해와 공감에 기초해 콘텐츠 

내 캐릭터에 감정이입해 사랑과 즐거움을 찾는다. 주제를 통해 현실을 

공감하여 존경을 추구하는데 이는 현실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영상콘

텐츠를 소비하며 자신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국 

콘텐츠에서는 콘텐츠 내 캐릭터보다는 줄거리에 이입해 사랑과 재미를 

찾는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여대생들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 사랑과 재

미를 찾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에 불만족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

이다. 청년실업,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 등 한국의 젊은 층이 겪는 문제

와 유사한 상황이 반영된 한국의 영상콘텐츠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대만 콘텐츠에서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타인의 인정을 

상대적으로 더 원했고 한국 콘텐츠에서는 상대적으로 타인의 희생을 통

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실을 바라보았다.

본 연구는 수단-목적 사슬(MEC)이론을 영상콘텐츠 소비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영상콘텐츠 소비를 

통한 소비자의 인지구조를 속성 결과, 추구가치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의 파악과 수출 콘텐츠로서 영상콘텐츠 제작의 방

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제까지 한류 콘텐츠 연구는 창작자와 

제작자 등 공급자 관점에서 주로 흥행 요소와 같은 속성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소비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 소비체계

를 가지고 소비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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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Pursuit Value of Cultural Contents 

by Female College Students in Taiwan

Lee, Jeong-Hwa ‧ Nahm, Kee-Bom

Means-End Chain model can link consumers’ cognitive structure to personal 

values, which explains that the products’(contents’) properties(attributes), the 

benefits customers can get, and the ultimate pursuit individuals can get are the 

ultimate pursuit values. By utilizing the model, we can identify the consumers’ 

ability to select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 benefits, and connections, and 

also identify the consumers’ selection criteria. These criteria can be used to 

refine consumer demand and make specific targets available to them. This 

paper adopted the model in explaining the pursuit value of cultural contents by 

female college students in Taiwan, through Laddering, Hierarchical Value 

Map(HVM). The students showed that differential perceptions of cognitive 

structures on Taiwanese and Korean contents, even though they pursue love 

and fun as romanticist consumers, in turn it reveals that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and cogni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societal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broad researches are necessary for analyzing 

consumption mechanism for different cultural and societal setting.

Key Words : Taiwan Female College Students, Means-End Chains(MEC) 

Theory, Laddering, Video Content, Cultural Consu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