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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 가치체계 이론과 의 문화가치이론에 근거하SNS Schwartz Hofstede

여 개인적 가치 이용동기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불확, SNS , SNS . 

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자기향성성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중국인은 변화개방성 집단주의 남성성 가치를 더 중요, , , , ,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광고 수용도 및 구전활동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 SNS . 

로 양국 이용자 모두 변화개방성 가치와 자기향상성 가치가 이용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용동기 중에SNS SNS , SNS 

서는 지위향상동기가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가치는 주로 이SNS .  SNS 

용동기를 통하여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personal value, SNS usage motive, SNS ad acceptance and electronic word of mouth · ·

(eWOM)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on the basis of Schwartz's value system and Hofstede's cultural value theory. 

The findings showed that uncertainty avoidance, long-term orientation and self enhancement were regarded higher by Korean 

users, whereas openness-to-change, collectivism and masculinity received more importance by Chinese users. It was also found 

that Korean users were generally more receptive to SNS advertising and eWOM than Chinese users. Next, openness-to-change and 

self enhancement exerted the greatest impact on SNS usage motives in both Korean and Chinese users, and status enhancement 

motive for SNS usage played the most salient role in SNS ad acceptance and eWOM. Finally, personal values indirectly affected 

SNS ad acceptance and eWOM mainly through SNS usage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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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웹 이라는 이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의 도래와 함께 2.0

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지대Social Network Service (SNS)

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의 최근 리포트에 . Global Webindex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중 이상이 를 이용하고 있으며98% SNS , 

한 사람 당 평균 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7.6

다 시장 조사기관 에 따르면 전 세계 이용자가 [1]. Statista SNS

년 현재 억명을 넘겼고 년에는 억 천만명에 육2020 36 , 2025 44 1

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의 엄청난 파급력은 광[2]. SNS

고 마케팅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업들은 새로운 디, , 

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시장과 이용자 간 소통 및 교류를 구SNS

축하기 위하여 전례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마케팅이. SNS 

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마케팅 활동으로써 가

상세계 이용자가 만든 제품리뷰 및 광고 블로거 추천, , RSS, 

게임 유저 광고 등을 모두 포괄한다 매체는 producasts, , [3]. SNS 

전통적 매체와 달리 소비자가 수동적인 구매자의 단계에서 벗

어나 공급자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콘텐츠를 직접 생산 공, , 

유하면서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특히 는 이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 SNS

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성격과 상에서의 SNS 

커뮤니케이션 방식 간에는 밀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이[4]. 

러한 맥락에서 이용자의 내면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SNS

해는 마케팅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SNS 

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제품구매의 궁극적 목적이 물리적인 . 

제품속성 소비 그 자체에 그치기보다 이를 통하여 개인적 가치, 

를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5].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SNS 

인적 가치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의 가치특성에 따라서 , 

이용동기 및 마케팅에 대한 수용도가 어떻게 달라지SNS SNS 

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온라인상에서 정보와 서비스의 . 

제공은 시 공간적 특성에 제한받지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에 · ,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며 특히 문, 

화를 구성하는 보편적 가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6].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유

교적 가치체계를 공유하여온 유사한 문화권으로 종종 간주되

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각기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켜왔고 그 결과 개인적 가치체계에 있어, ·

서도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관찰된다 가령 이들은 서구[7]. 

문화권에 비하여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

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불확실성 회피가 현저하고 중국, , 

인은 한국인보다 남성지향적 가치를 더 높이 여기는 차이를 보

인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 간 가치체계에는 [8]. SNS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용동기 , SNS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다SNS . 

지난 십 수 년 간 한중 무역교류 및 문화교류가 부쩍 증가하

고 이들 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

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중국 이SNS 

용자 간 가치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가치체계의 차이가 , 

에 대한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SNS

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수단 . SNS 

중 가장 대표적인 광고와 구전활동을 중심으로 가치SNS SNS 

의 역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 . 

기업들이 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

떠한 가치에 소구하는 것이 이용동기를 강화하고 마SNS SNS 

케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 배경. Ⅱ

에서 가치의 역할2-1  SNS

가치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근본적인 신념이

자 개인의 행동과 성과 선택 및 평가를 유도하는 양식이다, , [9]. 

즉 가치는 어떤 행위의 이상적인 목표 또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

에 대한 개인의 추상적 신념체계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

정 및 행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대표적 가치이론인 의 가치체계이론과 Schwartz

의 문화가치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치 Hofstede

특징과  상에서의 소비자 행동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SNS 

하고자 하였다[7], [9].

와 의 가치이론1) Schwartz Hofstede

의 가치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가치는 크게 Schwartz 10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가치 간 역학관계는 크게  가지 , 4

차원의 유사원형 관계구조로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보[9]. 

편주의와 박애성은 자기초월성 차원을 권(Self-Transcendence) , 

력성과 성취성은 자기향상성 차원을 동조(Self-Enhancement) , 

성 전통성 안전성은 보존성 차원을 쾌락성 자, , (Conservation) , , 

치성 자극성은 변화개방성 차원을 대표한, (Openness to change) 

다 이때  자기향상성차원과 변화개방성차원 자기초월성차원. , 

과 보존성차원은 상호 보완적인 반면 자기향상성차원과 자기, 

초월성차원 변화개방성차원과 보존성차원은 상호 대립적이다, . 

한편 는 각 문화권을 특징짓는 주요한 가치로써 권력Hofstede

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power distance), (uncertainty avoidance), 

인주의 집단주의 장기지향성 단기- (individualism, collectivism), -

지향성 남성성 여성(long-term orientation, short-term orientation), -

성 을 제시하였고 최근 탐닉 절제(masculinity, femininity) [7], -

차원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indulgence, restraint) [8]. 

중국은 모두 권력격차가 높으며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를 단, , 

기지향성보다 장기지향성을 탐닉보다는 절제를 중시하는 공통, 

점을 보인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 

고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남성성을 더 중시하는 차이를 보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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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가치와 이용행태 간 관계2) SNS 

는 개성표현의 수단이자 자아를 표출하는 통로이므로 SNS

개인적 가치와 관련성이 깊다 가령 자기중심적 가치는 상. SNS

에서 정보추구와 관련성이 높고 사회중심적 가치는 상에, SNS

서 정보제공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10]. 

트폰 게임의 경우 불확실성 회피성향 및 권력거리가 높은 개인

일수록 게임정보의 범위와 시스템 접속성에 따라서 사용 만족

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용자[11]. SNS 

들을 가치특성에 따라서 분류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경, ‘

험 추구형 자기 향상형 상호의존적 공감형 규범 준수형,’ ‘ ,’ ‘ ,’ ‘ ’

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각 가치집단별로 인식 및 행동, SNS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가치체계와 이용 간 SNS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 회피가 높을수록 , 

이용정도가 높은 반면 권력거리가 낮을수록 를 많이 SNS , SNS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소비자는 한국소비자[13]. 

보다 불확실성 회피와 권력거리가 이메일의 편리성과 유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14]. 

과 중국의 이용자들은 개인적 가치에 따라서 이용행SNS SNS 

태에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용동기 특성 2-2 SNS 

의 이용동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용과 SNS

충족 이론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Uses & Gratifications) [15]. 

미디어 이용동기는  목표 지향적이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 

자발적 행위인데 특히 미디어에 적극 참여해서 정보를 창출하, 

고 공유하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 이론은 잘 부합한다SNS [16]. 

서구학자들은 이용동기로 표현적 정보탐색 SNS (expressive 

시간 보내기 오락 information seeking), (habitual pass time), 

새로운 유행 추구 (relaxing entertainment), (cool and new trend), 

동료애 직능향상 (companionship), (professional advancement), 

도피 사회관계 사람 사귀기 (escape), (social interaction), (meet 

사회적 보상 자존감 new people) (social compensation), 

등을 제시하였다(self-esteem) [17], [18]. 

국내에서는 년 이후부터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가 2010 SNS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가령 트위터과 페이스북 이용동기로 정, 

보탐색 동기 자기확인 동기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 엔터테인, , , 

먼트 동기가 제시되었고 특히 페이스북은 자기 확인 동기가 높, 

은 반면 트위터는 정보탐색 동기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경우 이용동기는 자[19]. SNS

아표현동기 상호작용동기 오락동기 정보추구 동기가 두드러, , , 

졌으며 특히 자아표현동기가 참여활동에 가장 영향이 큰 , SNS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에서는 외국과 유명인[20]. SNS

에 대한 접근성 오프라인과 관련성 이용의 용이함이 고유한 , , 

동기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도 유용성 정체성 표현 사[21]. , , 

회적 상호작용 친구와의 교류 친구 정보 검색 여가 선용 인맥 , , , , 

관리 외로움 탈피 동참하기 현실 도피 등 다양한 이용동기가 , , , 

제시되었는데 특히 의 경우 전통적 미디어보다 능동적이, SNS

고 적극적인 이용동기가 두드러진다 한편 중국의 경우 웨[22]. '

이보에 대한 이용동기에서 정보 획득 오락 활동 셀럽 팔로우' , , , 

사회사건 참여 및 일상생활 기록 등의 동기가 두드러졌다[23]. 

또한 중국대학생의 경우에는 사교적 동기 정보탐색 동기 편리, , 

성 동기 오락추구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중, [24]. 

국의 이용자 간에는 이용 동기적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SNS 

관찰되었다.

광고 수용도 및 구전활동2-3 SNS 

광고에 대한 태도1) SNS 

광고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광고 자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광고태도는 소비자[25]. 

의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구전 의도 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 , ·

을 미치는데 광고에 대한 태도 또한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 SNS

었다 예컨대 외식업체의 경우 광고태도는 구전[26], [27]. SNS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의 지속적 이용의도를 , SNS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과 중국인 간 [27]. 

광고태도에 대한 비교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SNS .

 

광고에 대한 회피2) SNS 

광고회피란 광고에 노출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로써 광고무시 인지적 회피 광고거르기 기계적 회피, ( ), ( ), 

광고제거 물리적 회피 가지 유형이 결합된 행동이다 만( ) 3 [28]. 

일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때 광고가 이를 방해하거나 침입한

다고 인식하면 광고회피가 증가하게 된다 미디어 이용동기에 . 

따라서도 광고회피 반응이 달라지는데 예컨대 여가선용 동기, 

가 높을수록 광고회피가 높아지는 반면 정보탐색 동기가 높을, 

수록 광고회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광고[29]. 

의 경우에는 물리적 회피와 인지적 회피가 기계적 회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달리 중국 대학생들의 경우 [30]. 

사용동기 중 특히 자기표현 동기가 광고 회피에 가장 SNS SNS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를 통한 구전활동3) SNS

를 통한 구전활동 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 서SNS (eWOM) , 

비스 브랜드 회사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교환하는 활동을 의, , 

미한다 는 개인 간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31]. SNS

인 구전의 수용과 확산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구전활동은 크게 의견추구 의견제공 의견전달로 구[32]. SNS , , 

분할 수 있는데 이중 의견전달이 온라인 구전확산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네[33]. SNS

트워크 유대강도 신뢰성 구전정보의 생생함 발신자의 진정, , , 

성 구전행위에 대한 효능감과 같은 내적요인 구전정, SNS , SNS 

보 이용경험 혁신성과 같은 외적 요인 모두 에서의 구전행, SNS

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의 구전은 [34].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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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까운 사람들 간 제품에 관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형

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정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된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경우 친구추천광고가 기업추[35]. 

천광고보다 구전의도가 높은 이유는 신뢰성이 높고 설득의도

가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연구 문제. Ⅲ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인과 중국인 이용자. , SNS 

들 간 개인적 가치에 있어서 어떤 유사성이나 차이점이 존재하는

가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 가치체계이론과 ? Schwartz

의 문화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추출한 가치척도들을 중심Hofstede

으로 한국과 중국 이용자들의 가치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SNS .

둘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용동기는 어떻게 다른가, SNS ?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은 

사용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점이 관찰되어 왔는데 본 SNS ,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이론의 맥락에서 그동안 검증된 주요

한 이용동기 요인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이용자들을 SNS SNS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광고에 대한 태도 및 회피반, SNS 

응 그리고 구전활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서 본 바, SNS ? 

와 같이 광고에 대한 수용도 및 구전행위에 있어서 한 중 SNS ·

두 나라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 

체계화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의 광고태도 광고회피 및 구SNS , 

전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 차이는 이용동기, SNS , SNS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직까지 ? 

한 중 이용자들의 가치특성이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 SNS SNS 

향을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개인적 가치 또는 문화적 차이가 , 

미디어 이용동기 및 구전활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13], [14].  

다섯째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 간 이용동기의 차이는 , SNS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SNS ? SNS 

이용동기에 따라 광고에 대한 태도 및 회피정도가 달라지는 현

상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26]. 

한 이용동기는 온라인 구전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SNS , 

령 페이스북 이용동기의 차이는 패션제품에 대한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연구방법. Ⅳ

연구개요4-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 간 가치체계의 차SNS 

이를 중심으로 이용동기 광고태도 및 회피 구전 활SNS , SNS , 

동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조사업체. 

를 통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국과 중국 2019 5 3 5 10 SNS 

이용자 중 대부터 대를 대상으로 먼저 부주의 응답자를 걸10 50

러내기 위한 사전 여과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기존연구에. 

서 검증된 부주의 응답항목들 중 개의 항목들을 설문문항 중4

간 중간에 삽입하였고 예 나는 지금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있( : ‘

다 이들 개 항목들을 모두 통과한 적격응답자 명을 대상’), 4 512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측정항목으로는 [37]. 

개인적 가치 이용동기 광고태도 광고회피 온라인 , SNS , SNS , , 

구전활동을 제시하였고 행태적 측정항목으로 친구 , SNS SNS 

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하루 평균 접속횟수 이, SNS , SNS , SNS 

용강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측정항목으. 

로 연령 성별 월평균소득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전체 설문응, , . 

답에는 약 분 정도 소요되었다15 .

측정항목4-2 

측정 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들을 사용하였으

며 상세한 내용은 지면 제약 상 생략한다, .

개인적 가치항목 먼저 가 제시한 개의 가치유: Schwartz 10① 

형을 대표하는 항목들을 각각 개씩 총 개의 가치항목으로 측3 30

정하였다 다음으로 의 문화가치는 크게 가지 차원[38]. Hofstede 6

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탐닉성 절제성 차원은 최근에 제시된 차, -

원으로 아직까지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총 개 . 26

항목들을 대상으로 각각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7 [39].

이용동기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대인관계동기 개 항SNS : 5② 

목 정보탐색동기 개 항목 지위향상동기 개 항목 오락동기 , 5 , 4 , 3

개 항목씩 총 개 항목을 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21 7 [40].

광고회피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개 항목들을 점 SNS : 7 7③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28]. 

광고태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개 항목들을 점 SNS : 4 7④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26], [27]. 

구전활동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의견추구SNS : , ⑤ 

의견제공 의견전달을 각각 개 항목씩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3 7

하였다[41]. 

이용행태 친구 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SNS : SNS , SNS , ⑥ 

용 빈도 주로 사용하는 등을 측정하였다, SNS .

인구통계적 항목 연령 성별 직업 등을 측정하였다: , , . ⑦ 

결과 분석. Ⅴ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이용행태5-1 SNS

먼저 설문응답자들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 명 한224 (43.8%), 

국인 명 이었고 성별로는 여자가 명 남288 (56.3%) , 284 (55.5%), 

자가 명 이었다 표 참조 연령별로는 대 이하가 228 (44.5%) (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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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 명 대 이상이 명 으308 (60.2%), 30 172 (33.6%), 40 32 (6.3%)

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일반사무직 명 대학. 188 (36.7%), 

원 생 명 전문직 명 주부 명 기( ) 149 (29.1%), 80 (15.6%), 13 (2.5%), 

타 명 이었다 다음으로 사용특성을 보면82 (16.0%) . SNS , SNS 

친구수가 명 이하 명 명 이하 명50 149 (29.5%), 51-100 86 (16.8%), 

명 이하 명 명 이상 명 으로 101-200 110 (21.4%), 201 167 (32.7%)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시간 미만 명. SNS 1 172

시간 시간 미만 명 시간 이상 명(35.4%), 1 -2 129 (25.2%), 2 201

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에 있어서는 한국인(39.3%) . SNS

의 경우 인스타그램 명 유튜브 명 페이216 (75.0%), 182 (63.2%), 

스북 명 트위터 명 카카오스토리 명174 (60.4), 55 (19.1%), 52

밴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허용(18.1%), 48 (16.7%) ( ). 

중국인의 경우 명 으로 거의 모든 응Wechat Moment 217 (96.9%)

답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 QQ Zone 57 (25.4%), 

명 명 명ZhiHu 47 (21.0%), XiaoHongShu 42 (18.8%), DouBan 19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허용(8.5%) ( ). 

다음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간 이용행태 및 인구분포에 SNS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였는데 성별 연령별, ( 2=3.71, =.06), (χ ρ χ

친구수 이용시간2=11.03, <.01), SNS ( 2=48.43, <.01). SNS ρ χ ρ

접속횟수 에서 유의( 2=61.64, <.01). SNS ( 2 =41.81, <.01)χ ρ χ ρ

한 차이가 관찰되었기에 이들은 분석과정에서 통제변수로 적

용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인식 이용. , SNS 

동기 광고수용도 구전활동 등의 차이가 국적요인 이외의 , SNS , 

다른 인구통계적 행태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 

이들 요인의 혼합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5-2 

본 결과분석에 앞서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의 개 가치유형의 신뢰도 를 Schwartz 10 (Cronbach Alpha)

검증한 결과 보편성 박애성 성취성 영향력=.67, =.76, =.83, =.80, 

동조성 전통성 안전성 자치성 자극성=.78, =.60, =.80, =.72, =.75, 

쾌락성 로 나타났다 각 가치유형은 개의 차원을  =.65 . 4 반영하

므로  보편성 박애성의 평균값으로 자기초월성 차원을 산출하, 

였고 성취성 영향력의 평균값으로 자기향상성 차원을 동조, , , 

성 전통성 안정성의 평균값으로 보존성 차원을 자치성 자극, , ,  , 

성 쾌락성 평균값으로 변화개방성 차원을 산출하였다, . 

의 가지 문화가치 차원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권력격Hofstede 5

차 불확실성회피 집단주의 장기적 지향성=.83, =.87, =.93, =.72, 

남성성 로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83 .

다음으로 이용동기에 있어서는 대인관계동기 정SNS =.86, 

보탐색동기 지위향상동기 오락동기 로 안정적이=.87, =.90, =.86

었다 광고태도의 신뢰도는 으로 나타났으며 광. SNS .83 , SNS 

고회피의 경우 광고를 별생각 없이 본다 광고가 ‘SNS ,’ ‘SNS 

수신되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개 항목이 전체 신뢰도’ 2

를 상당히 낮췄기에 이들 항목을 제외한 결과 로 향상되었.83

다 마지막으로 구전활동의 경우 의견제공 의견추구. SNS =.89, 

의견전달 로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88, =.90 . 

표 1. 한국과 중국 이용자의 인구통계적 이용행태적 특징  SNS , 

Table 1. Demograph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Nationality
China 224 43.8

Korea 288 56.3

Gender
Female 284 55.5

Male 228 44.5

Age Group

20s & younger 308 60.2

30s 172 33.6

40s & older 32 6.3

Occupation

Office Worker 188 36.7

Professional 80 15.6

Homemaker 13 2.5

Student 149 29.1

Others 82 16.0

No. SNS friends

50 or fewer 
people

149 29.5

51-100 
people

86 16.8

101-200 
people

110 21.4

more than 200 
people

167 32.7

SNS usage time 
per day

less than 1 hr. 172 35.4

1-2 hrs. 129 25.2

2 hrs or more 201 39.3

Mainly used SNS
(Korean)

Instagram 216 75.0

Youtube 182 63.2

Facebook 174 60.4

Twitter 55 19.1

Kakaostory 52 18.1

Band 48 16.7

Mainly used SNS
(Chinese)

Wechat 
Moment

217 96.9

WeiBo 122 54.5

QQ Zone 57 25.4

ZhiHu 47 21.0

XiaoHongShu 42 18.8

DouBan 19 8.5

마지막으로 결과분석에 있어서 개인별로 각 가치차원의 평

균값을 전체 가치평균값으로 나눈 후 을 곱한 상대지수값으100

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이처럼 개별 가치차원을 절대값이 아. 

닌 상대값으로 변환한 이유는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대부분의 

가치항목에서 상향응답 경향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 

구에 따르면 개인별 가치 응답에 있어서 유사응답 편향성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각 가치차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로 변환

하여 분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용[42]. SNS 

동기 개 차원 구전활동 개 차원도 각각 상대지수값으로 4 , SNS 3

변환하여 비교하였다 광고태도와 광고회피의 경우 각각 . SNS 

단일차원이어서 상대지수값으로 변환할 수 없으므로 절대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인식의 차이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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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과 중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 가SNS Schwartz 4

지 가치차원과 의 가지 가치차원 각각에 대하여 비교Hofstede 5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 연령집단 친구수 하. , , SNS , SNS 

루평균 이용시간 하루평균 접속횟수를 통제변수로 지정, SNS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집단의 경우 의 가치차원 중 변화개방성 보존Schwartz , 

성 자기초월성 자기향상성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 , 

의 문화가치에서는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집단Hofstede , , 

주의 남성성 권력거리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참, , ( 2 

조 다음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 

결과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자기향상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 , , 

향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중국인은 한국, 

인보다 변화개방성 집단주의 남성성을 상대적으로 은 한국인, , 

보다 변화개방성 집단주의 남성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 ,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기존 연구결과와도 . Hofstede

매우 흡사한데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 

은 반면 중국인은 남성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표 한2. 국과 중국 이용자 간 가치체계의 차이 비교  SNS 

Table 2. Comparing the Difference of Value Dimensions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Nationality
Value

Total
Group

Korean Chinese
Statistics

F ρ

Self 
Transcendence

101.42 100.96 102.01 2.98 .09

Self 
Enhancement

89.36 90.94 87.33 11.73 <.01

Conservation 104.14 104.26 103.99 9.86 .06

Openness to 
Change

105.08 103.85 106.67 5.38 <.01

Power Distance 72.94 72.94 72.93 0.06 .80

Avoidance of 
Uncertainty

131.85 138.20 123.68 39.64 <.01

Collectivism 91.71 87.83 96.71 11.68 <.01

Long-Term 
Orientation

121.65 124.90 117.47 12.47 <.01

Masculinity 81.86 76.14 89.21 30.80 <.01

표 3. 한국과 중국 이용자 간 이용동기의 차이 비교  SNS SNS 

Table 3. Comparing the Difference of SNS Usage Motiv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Nationality

Dependent
Variables

Total
Group

Korean Chinese

Statistics

F ρ

Relationship 102.88 99.11 107.74 19.48 <.01

Information 
Seeking

118.43 119.96 116.47 .53 .47

Status 
Enhancement

71.00 71.40 70.49 .76 .38

Entertainment 107.68 109.53 105.31 4.74 <.05

연구문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 이용동기 차이5-4 2: SNS 

먼저 전체 집단의 경우 이용동기에 있어서 정보탐색동SNS 

기 오락동기 대인관계동기 지위향상동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 , , 

다 표 참조 다음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한 결과 오락( 3 ). 

성 추구동기에서는 한국인이 더 높은 반면 대인(F=4.74, <.05), ρ

관계동기에서는 중국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9.48, ρ

하지만 정보탐색동기와 지위향상동기에서는 한국인과 <.01). 

중국인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문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 광고에 대한 반응 및 5-5 3: SNS 

구전활동 차이

표 4. 한국과 중국 이용자 간 광고수용도 구전활동의 SNS SNS , 

차이 비교  

Table 4. Comparing the Difference of SNS Ad Acceptance 
and WOM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Nationality

Dependent
Variables

Total
Group

Korean Chinese

Statistics

F p

SNS
Ad Avoidance

4.67 4.48 4.92 18.72 <.01

SNS
Ad Attitude

3.23 3.39 3.02 12.99 <.01

e W
OM

O p i n i o n 
Provision

92.26 91.13 93.73 1.19 .28

Opinion
Seek

103.30 102.65 104.13 1.76 .19

Opinion
Delivery

104.44 106.22 102.14 5.60 <.05

먼저 광고태도에 있어서는 한국인 중국인SNS =3.39, =3.02

으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 SNS 

로 나타났다 표 참조 다음으로 광고회(F=12.99, <.01)( 4 ). SNS ρ

피에 있어서는 중국인 한국인 로 중국인이 한국인=4.92, =4.48 , 

보다 광고회피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NS (F=18.72, ρ

구전활동에 있어서는 의견추구 및 의견제공에 있어<.01). SNS 

서는 한 중 이용자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견전· SNS , 

달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F=5.60, <.05). ρ

연구문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특성이 5-6 4: SNS 

이용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차원이 이용동기에 미치는 효SNS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AMOS 

이용하여 중국인 집단과 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의 가치차원은 각 측정항목의 평균값으로 . 9

잠재변수값을 대체하여 측정모델을 단순화하였고 이용동, SNS

기 광고태도 광고회피 구전활동은 각 측정항목들을 , SNS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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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잠재변수를 도출하도록 측정모델을 수립하였다 각 .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모형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표 표 참조 먼저 연구문제 에서는 ( 5, 6, 7 ). 4

총 개의 가치차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개의 이용동9 4 SNS 

기 차원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 5 

참조 그 결과 한국인의 경우 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관계가 ). 11

관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향상성 정보탐색동기 변화개, , →

방성 정보탐색동기 변화개방성 지위향상동기 변화개방성, , → →

오락동기 권력격차 대인관계동기 권력격차 지위향상동, , → → →

기 불확실성회피 정보탐색동기 집단주의 지위향상동기, , , → →

집단주의 오락동기 남성성 정보탐색동기 남성성 지위, (-), → → →

향상동기 경로가 유의하였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개의 경로. 3

에서 유의하였는데 자기향상성 대인관계동기 변화개방성, , → →

오락동기 장기지향성 정보탐색동기가 유의하였다, .  →

표 5. 한국과 중국 이용자 간 가치체계가 이용동기에 SNS SNS 

미치는 영향 비교  

Table 5. Comparing the Relative Impact of Value 
Dimensions on SNS Usage Motiv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연구문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특성이 5-7 5: SNS 

광고태도 광고회피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 

연구문제 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차원이 광고5 SNS

태도 및 회피 온라인구전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참조 한국인의 경우 개의 ( 6 ). 6

경로에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초월, 

성 광고태도 자기향상성 광고회피 자기향상성SNS , SNS (-), → →

구전활동 권력격차 광고태도 권력격차 구SNS , SNS , SNS → → →

전활동 집단주의 광고태도 경로가 유의하였다 중국인, SNS .  →

의 경우 자기초월성 광고회피 경로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SNS→

관찰되었고 유의도 수준까지 검증한 결과 불확실성회피, .10 →

광고태도 집단주의 구전활동 남성성 광고회SNS , SNS , SNS→ →

피 경로가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tructured Relationship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Korean Chinese

Path
Coeff
icient 
Value

C.R. p

Path
Coeff
icient 
Value

C.R. p

Self 
Transcen
dence

⇒Relationship .12 1.59 .11 .05 0.53 .60

⇒
Info rma t i on 
Seeking

.14 1.83 .07 .00 -0.03 .98

⇒
Status 
Enhancement

.12 1.73 .08 -.03 -0.37 .71

⇒Entertainment .10 1.24 .22 -.10 -1.16 .25

Self 
Enhance
ment

⇒Relationship .09 1.27 .20 .21 2.05
< . 0
5

⇒
Info rma t i on 
Seeking

.15 2.13 <.05 .05 0.57 .57

⇒
Status 
Enhancement

.12 1.80 .07 .16 1.88 .06

⇒Entertainment .14 1.86 .06 -.03 -0.32 .75

Conserva
tion

⇒Relationship .02 0.21 .83 .09 0.83 .41

⇒
Info rma t i on 
Seeking

-.12
-1 .4
7

.14 -.02 -0.21 .84

⇒
Status 
Enhancement

-.09
-1 .1
4

.25 -.02 -0.23 .82

⇒Entertainment .00
-0 .0
1

.99 -.14 -1.37 .17

Openness 
to 
Change

⇒Relationship .09 1.14 .25 -.02 -0.22 .82

⇒
Info rma t i on 
Seeking

.15 2.03 <.05 .17 1.74 .08

⇒
Status 
Enhancement

.19 2.75 <.01 .11 1.23 .22

⇒Entertainment .16 1.96 <.05 .31 3.09
< . 0
1

Power 
Distance

⇒Relationship .27 3.79 <.01 -.07 -0.89 .37

⇒
In fo rmat i on 
Seeking

-.02
-0 .3
2

.75 -.06 -0.85 .40

⇒
Status 
Enhancement

.33 5.10 <.01 -.03 -0.39 .70

⇒Entertainment .08 1.14 .25 -.06 -0.87 .39

Avoidance 
of 
Uncertainty

⇒Relationship .13 1.74 .08 .13 1.51 .13

⇒
In fo rmat i on 
Seeking

.24 3.33 <.01 .06 0.79 .43

⇒
Status 
Enhancement

-.09
-1 .3
7

.17 -.03 -0.44 .66

⇒Entertainment .11 1.47 .14 .12 1.58 .11

Collectivism

⇒Relationship .08 1.12 .26 .01 0.06 .95

⇒
In fo rmat i on 
Seeking

.07 1.06 .29 -.03 -0.42 .67

⇒
Status 
Enhancement

.16 2.58 <.01 .01 0.18 .85

⇒Entertainment .17 2.37 <.05 .09 1.23 .22

Long-Term 
Orientation

⇒Relationship -.05
-0 .6
5

.52 -.02 -0.22 .83

⇒
In fo rmat i on 
Seeking

.01 0.07 .95 .19 2.34
< . 0
5

⇒
Status 
Enhancement

.01 0.08 .93 .06 0.77 .44

⇒Entertainment -.03
-0 .3
3

.74 -.11 -1.38 .17

Masculinity

⇒Relationship -.05
-0 .6
8

.49 .10 1.37 .17

⇒
In fo rmat i on 
Seeking

-.15
-2 .3
2

<.05 -.08 -1.20 .23

⇒
Status 
Enhancement

.12 1.95 <.05 .00 0.05 .96

⇒Entertainment -.12
-1 .8
2

.07 -.02 -0.34 .74

2χ 372.57 295.68

d.f. 210 210

ρ <.01 <.01

GFI .91 .91

CFI .96 .97

NFI .91 .92

IFI .96 .97

RMSEA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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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과 중국 이용자 간 가치체계가 광고수용도 및 SNS SNS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Table 6. Comparing the Relative Impact of Value 
Dimensions on SNS Ad Acceptance and eWOM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Structured Relationship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Korean Chinese

Path
Coeff
icient 
Value

C.R. p

Path
Coeffi
cient 
Value

C.R. p

Self 
Transcenden
ce

⇒ SNS Aad .27 3.72 <.01 -.04 -0.50 .62

⇒
SNS Ad 
Avoidance

.00 0.07 .95 .17 2.23 <.05

⇒ eWOM .01 0.15 .88 .05 0.61 .54

Self 
Enhancemen
t

⇒ SNS Aad .04 0.60 .55 .11 1.17 .24

⇒
SNS Ad 
Avoidance

-.15 -2.32 <.05 .00 0.03 .98

⇒ eWOM .19 2.97 <.01 .00 -0.04 .97

Conservation

⇒ SNS Aad -.14 -1.72 .09 .04 0.41 .68

⇒
SNS Ad 
Avoidance

-.01 -0.18 .85 -.06 -0.75 .46

⇒ eWOM .06 0.89 .37 .00 0.04 .97

Openness to 
Change

⇒ SNS Aad -.02 -0.33 .74 .01 0.08 .93

⇒
SNS Ad 
Avoidance

.07 1.07 .28 -.04 -0.48 .63

⇒ eWOM .03 0.50 .62 .05 0.50 .62

Power 
Distance

⇒ SNS Aad .31 4.55 <.01 .06 0.89 .38

⇒
SNS Ad 
Avoidance

-.10 -1.55 .12 .02 0.30 .77

⇒ eWOM .20 3.17 <.01 -.04 -0.63 .53

Avoidance of 
Uncertainty

⇒ SNS Aad .01 0.07 .94 -.15 -1.89 .06

⇒
SNS Ad 
Avoidance

.09 1.35 .18 -.02 -0.22 .83

⇒ e-WOM .07 1.14 .25 .06 0.80 .42

Collectivism

⇒ SNS Aad .23 3.50 <.01 .06 0.73 .46

⇒
SNS Ad 
Avoidance

.10 1.56 .12 -.05 -0.82 .41

⇒ eWOM .08 1.27 .20 -.12 -1.69 .09

Long-Term 
Orientation

⇒ SNS Aad .08 1.13 .26 -.08 -0.92 .36

⇒
SNS Ad 
Avoidance

-.03 -0.54 .59 -.08 -1.14 .25

⇒ eWOM -.10 -1.70 .09 .07 0.92 .36

Masculinity

⇒ SNS Aad .02 0.25 .80 .09 1.22 .22

⇒
SNS Ad 
Avoidance

-.02 -0.41 .68 .11 1.84 .07

⇒ eWOM .07 1.28 .20 -.03 -0.39 .69

2χ 179.34 158.81

d.f. 106 106

ρ <.01 <.01

GFI .94 .94

CFI .98 .98

NFI .94 .94

IFI .98 .98

RMSEA .05 .05

연구문제 한국인과 중국인 간  이용동기가 5-8 6: SNS SNS 

광고태도 광고회피 구전활동에 미치는 효과, , 

연구문제 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간 이용동기가 6 SNS SNS

광고태도 및 광고회피 구전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 SNS 

달라지는지 비교하였다 표 참조 분석 결과 한국인의 경우 대( 7 ). 

인관계지향동기 구전활동 지위향상동기 광고태SNS , SNS→ →

도 지위향상동기 광고회피 지위향상동기 온라인 구, SNS (-), → →

전활동경로가 유의하였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개의 경로에서 . 2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정보탐색동기 구전활동, SNS , →

지위향상동기 구전활동 경로가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SNS . →

광고태도는 광고회피를 줄여주는 동시에 온라인 구전SNS SNS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회, SNS 

피는 구전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 .

논의 및 결론. Ⅵ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 간 가치특성의 차SNS 

이에 따라서 이용동기 광고에 대한 태도 및 회피 정SNS , SNS 

도 구전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 SNS . 

째 의 가치체계 및 의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 Schwartz Hofstede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가치특성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불, 

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변화개방성 보존성 자기초월성 자, , , , , 

기향상성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은 중국인. 

보다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자기향상성 가치를 상대적으, , 

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들이 불. 

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며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고 그에 따라 불투명한 장래에 장기적으로 , 

대비해야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 

국사회의 경우 날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남보다 더 나은 지

위나 영향력의 획득 성공추구와 같은 자기 향상적 동기가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이 가속화될. 

수록 지위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소비에 있어서도 지, 

위상징적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44].

반면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변화개방성 가치 집단주의 남성, , 

성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정을 통하여 소비문화의 급속

한 향상을 경험하여 왔으며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과정에서 중, 

국인들이 새로운 현상이나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가지

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집단주의적 가. 

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나 권

위주의적 가치관이 한국인보다 우세함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인과 중국인 간 이용동기에 대한 차이를 비교, SNS 

한 결과 양 국민 모두 정보탐색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의 , , 

경우에는 오락성 대인관계 지위향상 동기 순으로 나타난 반면, , , 

중국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오락성 지위향상 동기 순으로 나, , 

타났다 한국인이 를 통한 오락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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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온라인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오락적 콘텐츠에 대, , 

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집단. 

주의적  가치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에 있어서도 SNS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

는 대인관계 동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표 7. 한국과 중국 이용자 간 이용동기가 SNS SNS SNS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Table 7. Comparing the Difference of the Impact of SNS 
Usage Motivation on SNS Ad Attitude and 
eWOM between Korean and Chinese SNS Users

Structured Relationship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Korean Chinese

Path
Coeff
icient 
Value

C.R. p

Path
Coeff
icient 
Value

C.R. p

Relationship

⇒SNS Aad .07 1.01 .31 .10 1.18 .24

⇒
SNS Ad 
Avoidance

.02 0.35 .73 -.03 -0.35 .73

⇒eWOM .26 4.72 <.01 .11 1.46 .14

Information 
Seeking

⇒SNS Aad .08 1.21 .23 -.03 -0.44 .66

⇒
SNS Ad 
Avoidance

-.08 -1.47 .14 -.08 -1.14 .26

⇒eWOM .09 1.78 .08 .17 2.32 <.05

Status 
Enhancement

⇒SNS Aad .47 7.27 <.01 .23 2.85 <.01

⇒
SNS Ad 
Avoidance

-.17 -2.32 <.05 -.02 -0.23 .82

⇒eWOM .25 3.90 <.01 19 2.42 <.05

Entertainment

⇒SNS Aad .11 1.77 .08 .05 0.60 .55

⇒
SNS Ad 
Avoidance

-.02 -0.34 .74 .01 0.19 .85

⇒eWOM .06 1.04 .30 .13 1.82 .07

SNS Aad ⇒
SNS Ad 
Avoidance

-.67 -3.73 <.01 -.71 -5.86 <.01

SNS Aad ⇒eWOM .09 0.89 .37 .13 1.24 .21

SNS Ad 
Avoidance

⇒eWOM -.25 -2.06 <.05 -.14 -1.19 .23

2χ 144.87 109.67

d.f. 66 66

ρ <.01 <.01

GFI 0.94 0.94

CFI 0.97 0.98

NFI 0.94 0.95

IFI 0.97 0.98

RMSEA 0.07 0.05

셋째 한국인과 중국인 간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의 , SNS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광고에 상대적, SNS

으로 더 긍정적이었으며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광고에 대, SNS 

한 회피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한국의 환경이 중국보다 . SNS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고 , SNS 

또한 상대적으로 더 새롭고 독창적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광

고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라. 

인 구전활동에 있어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의견전달에 더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여론문화가 그만큼 더 ,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인과 중국인 간 개인적 가치차원이 이용동기, SNS 

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양국 모두 변화개방성 가치의 ,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경우 변화개방. 

성 가치는 를 통한 정보탐색동기 지위향상동기 오락동기SNS , ,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의 경우에, 

도 변화개방성 가치는 오락동기뿐만 아니라 정보탐색동기에 한

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으로 자기향상성 가치의 역할. 

이 중요하게 관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경우 자기향상, 

성 차원은 를 통한 정보탐색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SNS , 

지위향상동기 및 오락동기에도 한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 

중국인의 경우 자기향상성 가치는 주로 대인관계동기에 주요하

게 작용하였고 지위향상동기에도 한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이밖에도 한국인의 경우 권력지향성을 반영하는 권력격차 

및 남성성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를 통한 지위향상 동기가 SNS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주의적 가치도 유사하게 지위향, 

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적 위계. , 

적 관계를 반영하는 권력지향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용동기에 있어서도 지위추구 성향이 두드러짐을 시사SNS 

한다 다음으로 집단주의는 오락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고 불확실성 회피는 정보탐색동기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남성성은 정보탐색동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 

이는 달리 해석하면 여성성으로 갈수록 정보탐색동기가 더 높

아짐을 의미한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장기지향성이 높을수록 . 

이용동기에 있어서 정보탐색동기와 대인관계동기가 더 SNS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치특성이 광고태도 광고, SNS , 

회피와 같은 광고 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SNS 

비교한 결과 먼저 한국인의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수용도, SNS 

가 주로 자기초월성 가치 자기향상성 가치 권력격차 집단주, , , 

의 가치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전활동은 자기향상성 가치 권력격차에 의하여 긍정적SNS , 

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불확실. 

성 회피가 광고에 대한 수용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SNS 

는 반면 남성성 자기초월성 가치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 ,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구전활동의 경우 주로 집단주의 . 

가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인의 경우 다양한 개인적 가치차원이 광고수용도 및 구SNS 

전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인의 경우에는 한 두, 

개 가치차원만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SNS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한국인과 중국인 간 이용동기가 광고태도, SNS SNS , 

광고회피 구전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SNS ,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지위향상동기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 

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지위향상동기가 광고. SNS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광고회피에는 부정적으로 작, 

용하였다 중국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위향상동기가 . SNS 

광고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구전활동. SNS 

에 있어서 먼저 한국인의 경우 대인관계동기와 지위향상동기, 

가 구전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중국인의 경우에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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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위향상동기와 정보탐색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한국인과 중국. , 

인 간 가치체계의 차이가 이용동기 광고수용도SNS , SNS , SNS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기존의 비교문화연구. 

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유사한 문화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

으며 그 결과 두 문화권의 소비자들 간 가치체계 소비행태 미, , 

디어 이용행태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가치체계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유사성과 차이성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가령 한국인과 . 

중국인 모두 가치중요도 순위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인식을 보

여주었으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경우 불확실, 

성 회피 장기지향성 자기향상성 가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 , 

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변화개방성 남성성 집단주의 가치가 , , ,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특징. 

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가치와 이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가 일치하SNS 

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양국 이용자 모두 불확실성 . SNS 

회피 장기지향성 보존성 자기초월성 가치를 상위의 가치로 , , , 

인식하지만 실제로 이용동기에 있어서 이들 상위가치들, SNS 

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가치중요도가 상대. 

적으로 높지 않은 변화개방성 가치와 자기향상성 가치가 SNS 

이용동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인의 . 

경우 권력성 남성성 집단주의와 같이 중요성이 낮은 가치가 , ,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개인이 평SNS . 

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의 이용동기에 영향을 미치SNS

는 가치가 다른 이유는 이용동기가 현실안주적이기보다 SNS 

변화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자신의 관계 확장 지위향상과 같은 , , 

자기향상적 가치와 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 

서 개인이 맥락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평소 사회관계에서 SNS 

지향하는 가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인의 가치차원이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미, SNS 

치는 영향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보다 현저히 낮았다SNS . 

반면 이용동기가 광고수용도 및 구전활동에 미치는 SNS SNS 

효과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예컨대 변화개방성 가치는 정보탐색 지위향상 오락과 같. , , 

은 이용동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광고수용도SNS SNS 

나 온라인구전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용동기는 광고수용도 및 온라인 구전활동에 SNS SNS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인적 가치차원은 이용동. SNS 

기를 매개로 하여 광고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수용도에 SNS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이용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하, SNS 

여 소비자의 어떤 가치에 어필하는 것이 유용할 지에 대한 전략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한국인과 중국인 이용자 모. SNS 

두 변화개방성 가치와 자기향상성 가치가  이용동기에 주SNS 

효하므로 신규 가입자를 유도하거나 이용강도를 높, SNS SNS 

이기 위해서는 이들 가치에 소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한 블로그 포스팅 그래픽 사진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 , , SNS 

츠의 제작에 있어서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

회적 영향력 지위 성취와 같은 자기향상성 가치를 중국 소비, , , 

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극성 유희성 쾌락성과 같은 변, , 

화개방적 가치를 스토리텔링의 소재나 테마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이용자들을 대, SNS 

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구전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특히 

편익에 따른 고객집단 세분화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다 구체적. 

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이용동기 중 지위향상동기가 두드SNS 

러지는 집단이 광고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SNS 

이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중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온라인 구전마케팅을 전개할 경우에는 한국인의 경. 

우 지위향상 동기와 더불어 대인관계 동기가 현저한 이용SNS 

자들을 주요표적으로 삼되 구전기능 중 특히 의견 전달기능에 ,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에는 지위향상 동. 

기 또는 정보탐색 동기가 강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SNS 

적으로 구전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온라인 구전활동을 촉진시키고SNS 

자 한다면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표적집단을 세분화하여 SNS 

한국인과 중국인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 , 

는 주로 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대 2-30 SNS , 40

이상의 경우 전체 응답자에 있어서 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6.3%

본 연구의 결과는 대가 아닌 다른 연령대로 일반화시켜서2,30

는 안될 것이다 특히 대나 대의 경우 대와 가치체. 10 40-50 20-30

계나 이용동기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가치SNS . , 

체계나 이용동기는 불변적이라기보다 사회적 변화나 상SNS 

황적 맥락에 따라서 가변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시·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국인과 . 

중국인의 가치체계 및 이용동기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측SNS 

정할 수 있다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들의 가치체계와 SNS 

이용동기 등에 있어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치항목들에 대한 응답, 

에 있어서 절대값을 상대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일 가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인

보다 모든 가치항목들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차별성이 없다 이러한 상향응답편향성은 가치. 

연구에서 종종 관찰되어온 문제점으로 그 대안으로 본 연구는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4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할 [43].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자기향상성 가치, 

의 상대값이 더 높다는 의미는 다른 가치들과의 비교 맥락에서 

상대적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의미이지 절대적인 중요, 

도가 더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 , 

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주의 응답자들을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엄격한 여과과정을 거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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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상황과 같은 직접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향후 온라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 

바 온라인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여과장,  

치의 개발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개인적 가치차원에 대한 최근연구에 따르면  집. , 

단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

원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 또한 단일 차원이 , -

아니라 각기 독립적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가치영역들이 에 대한 이용동기 [45]. SNS

및 마케팅에 대한 수용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SNS

확장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마. , 

케팅 영역을 확대하여 를 통한 판촉활동에 대한 수용도SNS , 

를 통한 에 대한 수용도 예컨대 SNS Key Opinion Leader (KOL) , 

중국의 왕홍이라던지 한국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반응과' ' SNS 

정에 개인적 가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비교문화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띠. , 

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가설들을 수립하여 

실험적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인과 중국인. 

의 가치체계의 차이가 이용동기 및 광고에 대한 반응에 미SNS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다 정교

한 가설과 실험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 

간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더욱 왕성해지고 있으며 특히 , , SNS 

영역에서 그 교류의 확산속도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본 연구가 한 중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 ·

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SNS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GlobalWebIndex - Digital Analytics, Audience Insight Tools & 

Trends. How ‘Social’ is Social Media?[Internet]. Available:  

https://www.globalwebindex.com/.

[2] Statista. Social Media Usage Worldwide[Internet]. Available:  

https://www.statista.com/study/12393/social-networks-statista-

dossier/.

[3] H. J.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NS 

Advertising Attitude - Focus on Perceived Fit and 

Identification in SNS Advertising,”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 6, No. 1, 

pp. 7-28, 2013.

[4] M. Lee, D. Yen, and C. Hsiao, “Understanding the perceived 

community value of Facebook us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35, No. 1, pp. 350 358, 2014.

[5] J. Gutman, “A means-end chain model based on consumer 

categorization processes,” Journal of Marketing, Vol. 46, No. 

2, pp. 60-72, 1982.

[6] C. Park and J. K. Jun,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Internet 

buying behavior: Effects of Internet usage, perceived risks, and 

innovativenes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 20, No. 

5, pp. 534-553, 2003.

[7] 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1980.

[8] G. Hofstede, G. J. Hofstede and M.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 3rd ed, New York: 

McGraw-Hill, 2010.

[9] S. H. Schwartz, “Universal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1-65, 1992. 

[10] Y. G. Kim, J. H. Nam and D. S. Jang, “Relationships among 

Singles’ SNS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Personal Value,” 

Regional Industry Review, Vol. 39, No. 4, pp. 169-190, 2016.

[11] H. Choi and Y. J. Choi,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Model for Smart-Phone Game Applications According to 

Users’ Cultural Difference : Focusing on Uncertainty 

Avoidance and Power Dista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2, pp. 62-70, 2013. 

[12] H. O. Cho, “Investigating the Effect of Value Characteristics 

of SNS Users on SNS Usage Motivation, Social Capital, and 

Usage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9, No. 2, pp. 351-362, 2018. 

[13] L. M. Lin, The difference of cultures on S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Focus on Hofstede’s cross-cultural 

dimensions, M.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14.

[14] L. J. Huang, The Impact of Cultural Values on Email 

Acceptance: Evidence from the PRC, Ph.D. dissertation, 

Lingnan University, HongKong, 2003.

[15] E. Katz, “Mass Communications Research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 An Editorial Note on a Possible Future for 

This Journal,” Studies in Public Communication, Vol. 2, pp. 

1-6, 1959.

[16] Z. Papacharissi, A. Mendelson and S. Papathanassopoulos, 

Media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Routledge, 2011.

[17] A. D. Smock, N. B. Ellison, C. Lampe, and D. Y.  Wohn,  

“Facebook as a toolkit: A uses and gratification approach to 

unbundling featur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7, No. 6, pp. 2322-2329, 2011. 

[18] A. E. Krause, A. C. North, and B. Heritage, “The uses and 

gratifications of using Facebook music listening 

applica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No. 39, pp. 

71-77, 2014.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2, No. 1, pp. 137-149, Jan. 2021

http://dx.doi.org/10.9728/dcs.2021.22.1.137 148

[19] S. S. Oh, A study on the uses and gratifications of Twitter and 

Facebook, M.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2010.

[20] H. Y. Shim and K. Lim, “Research on the Effect of Different 

motivations on the Participation in SNS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2, No. 3, pp. 383-390, 2011.

[21] G. Y. Nae, Study on Use Motivation and Gratification of 

Mobile SNS Users Centering on Twitter and Me2day, M.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2009.

[22] Y. Noh, “A Study on the effect of SNS Usage Motivations on 

flow and addiction : Focusing on Facebook Users,” The 

e-Business Studies, Vol. 17, No. 3, pp. 301-320, 2016. 

[23] Q, Shen, S. Q. Liao, and Y. Qin, “Internet Use, Social Support 

and Subject-Wellbeing,”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Vol. 14, No. 6, pp. 7-14, 2014.

[24] S. Ren, The phenomenon of college students using mobile phone, 

M.S. dissertation, Zhengzhou University, Zhengzhou, 2016.

[25] S. B. MacKenzie, R. J. Lutz and G. E. Belch,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3, No. 2, pp. 130-143, 1986.

[26] M. C. Han and B. S. 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Motivations on Attitudes toward Advertisements,” The 

e-Business Studies, Vol. 14, No. 3, pp. 155-174, 2013. 

[27] J. H. Yoon and H. G. Kim.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Inhibitor on SNS Advertisement Attitude and SNS 

Continuous Use Intention through Inferences of Manipulative 

Intent and Message Credibilit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31, No. 6, pp. 1163-1185, 2018. 

[28] P. S. Speck and M. T. Elliott, “Predictors of advertising 

avoidance in print and broadcast media,” Journal of 

Advertising, Vol. 26, No. 3, pp.  61-76, 1997.

[29] E. H.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onses to SNS 

advertising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M.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2016.

[30] I. G. Choi and S. P. Han,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Mobile Advertising Avoidance,”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9, No. 3, 

523-547, 2008. 

[31] P. Dwyer, “Measuring the Value of Electronic Word of Mouth 

and Its Impact in Consumer Communiti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 21, No. 2, pp. 63-79, 2007.

[32] S. C. Chu and Y. Kim, “Determinants of consumer 

engagement in electronic word-of- mouth (eWOM) in social 

networking 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Vol. 

30, No. 1, pp. 47-75, 2011.

[33] T. W. Park and K. Y. Lee, “An Integrated Model of 

Information Processing of eWOM in Social Network 

Service,” Advertising Research, No. 100, pp. 172-224, 2014.

[34] T. Hennig-Thurau, G. Walsh and G. Walsh, “Electronic 

word-of-mouth: Motives for and consequences of reading 

customer articulations on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 8, No. 2, pp. 51-74, 2003. 

[35] S. N. Lee and  K. Y. Lee, “Determinants of eWOM Behavior 

of SNS Users With Emphasis on Personal Characteristics, 

SNS Traits, Interpersonal Influence, Soci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 15, 

No. 4, pp. 273-315, 2013.

[36] J. Y. Park, Effects of SNS Interaction Word of Mouth and 

Purchase Intention : Focusing on Motivations for Use of 

Facebook, Ph.D. dissertation, Dongduk Women University, 

Seoul, 2014.

[37] A. W. Meade and S. B. Craig, “Identifying Careless 

Responses in Survey Data,” Psychological Methods, Vol. 17, 

No. 3, pp. 437-492, 2011.

[38] H. O. Cho, “Investigating the Effect of Value Characteristics 

of SNS Users on SNS Usage Motivation, Social Capital, and 

Usage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9, No. 2, pp. 351-362, 2018. 

[39] B. Yoo, N. Donthu and T. Lenartowicz, “Measuring 

Hofstede's five dimensions of cultural values at the 

individual leve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VSCALE,”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Vol. 23, No. 3-4, pp. 193-210, 2011. 

[40] J. H. Choi, “The Influence of SNS Use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No. 27, pp. 369~408, 2012.

[41] K. Y. Lee and S. H. Han, “Effects of SNS Users' perception of 

Authenticity on Acceptance and Dissemination of Online 

e-WOM : With Emphasis on Media Engagement as 

Intermediating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25, No. 8, pp. 213-240, 2014. 

[42] M. Lindeman and M. Verkasalo, “Measuring values with the 

Short Schwartz’s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5, No. 2, pp. 170 178, 2005. 

[43] C. Kam, X. Zhou, X. Zhang, and M. Y. Ho, “Examining the 

dimensionality of self-construals and individualistic-collectivistic 

values with random intercept item factor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53, pp. 727-733, 2012.

[44] E. Millan and B. Mittal, “Consumer Preference for Status 

Symbolism of Cloting: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Psychology and Marketing, Vol. 34, No. 3, pp. 309-322, 2017.

[45] H. C. Triandis and M. J. Gelf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No. 1, 

pp. 118 128, 1998.



한국인과 중국인 이용자 간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이용동기 수용도 및 구전활동 비교 분석SNS SNS , SNS 

149 http://www.dcs.or.kr

조형오(Hyong-Oh Cho)   

장강녕(Kang-Ning Zhang)   


	한국인과 중국인 SNS 이용자 간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SNS 이용동기, SNS 수용도 및 구전활동 비교 분석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문제
	Ⅳ. 연구방법
	Ⅴ. 결과 분석
	Ⅵ.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