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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류의 주요 소비국으로서 케이팝을 비롯한 다
양한 한류 콘텐츠가 매우 활발히 소비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주 태국
한국 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케이팝 관련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보컬 3차 수업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케이팝 강좌의 수업 만족도가 국가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강좌에 직접 참여한 현지 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SPS 22.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문화 적응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 만족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태도 또한 한국 방문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 만족도는 한국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실증적 연구의 시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케이팝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재외한국 문화원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주제어 :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 국가 이미지, 한류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문화 현상은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단시간에 상승시켰다. 일시적 인기라 예상했던 한류의 역
사도 어느덧 15년 이상이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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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였다(정지은, 2019; 최창현 외, 2020). 특히 케이팝은 유튜
브 등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
고 있다(박승배 외, 2016).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류는 디
지털 미디어에 적응이 빠른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두
꺼운 팬층이 형성되었다. 케이팝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 팬들이 한국
을 방문하고 공연을 관람하고 음원을 구매하는 등 한류 관련 상품
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국가 경제에 큰 공헌이 되고 있다(김주연 외,
2012; 김윤철, 2020).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류의 주요 소비국으로서 동남아
시아 한류의 거점이 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케이팝을 비롯한 영화,
만화, 게임 등 타 장르의 한국 대중문화들 소비 또한 매우 활발하다
(이미지, 2020). 태국에서의 한류 관련 콘텐츠 소비 현상은 2021년
KOFICE(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원)에서 발표한 글로벌 한류 트렌
드 보고서에 의해서도 방증되었다. 국가별 한류 이용 확산 정도의
수치 중 이용 다양성1)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표에서 태국
의 이용 다양성이 7.3으로 전체 18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태국에서 한국을 연상하는 이미지 조사에서도 케이팝이 압도적
으로 1위(KOFICE 2021)2)에 올랐을 만큼 태국 현지에서의 케이팝
소비와 관심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태국에서는
케이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매우 활발히 소비되고 있다.
1) 이용 다양성은 ‘응답자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 측정방법은 10개 한류 콘텐츠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이용경험 ‘있음’으로 응답
한 것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구한다(이용 다양성 범위: 1~10). 결과값이 6이상이면 이
용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한다(KOFICE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
2) 태국의 한국 연상 이미지 조사에서 1위는 21.8%로 케이팝이 차지했다. 2위는 한식
(13.2%), 3위는 한류스타/드라마(9.0%), 4위는 뷰티 서비스(7.8%), 5위는 패션(5.2%)
순으로 나타났다.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윤영삼

197

그리고 2021년 9월 10일에 YG엔터테인먼트에서 발표한 블랙 핑
크의 신곡은 태국에서의 케이팝 소비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 곡은
태국 출신 아이돌 ‘블랙핑크’ ‘리사’의 신곡 <라리사>인데, 서민 계
층 출신의 리사가 케이팝으로 인해 월드 스타가 되면서 태국 사회
에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3)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리사
와 백댄서들이 ‘랏끌라오’4) 등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태국 전통 춤
을 추며, 태국 전통 세공품들이 다수 등장한다(이혜운, 2021). 이에
태국 국민들은 태국을 전 세계에 선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케이팝에 전보다 한층 더 높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또한 태
국 총리까지 나서서 ‘리사가 태국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파워의 중
심’이라며 극찬을 보냈다(윤영삼 외, 2021; 최재붕, 2021). 이로 인
해 태국에서는 다시 한 번 케이팝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태국에서 활발히 소비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중심에
는 케이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태국 현지에서의
이러한 수요에 맞춰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해마다 케이팝 관련 강
3) 태국은 부와 명예를 독점하는 상류층의 ‘하이소’ 계층과 일반 서민층의 ‘로소’라는 계층
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태국 출신 아이돌은 ‘하이소’ 계층에 속한
상류층 출신이다. 리사는 ‘로소’ 계층의 출신으로 태국 서민층에서 엄청난 지지와 응원
을 받고 있다. 5년이 넘는 긴 연습생 과정을 거쳐 세계 케이팝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리사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태국 국민들에게 매우 큰 귀감이 되고 있다.
4) ‘랏끌라오엿(รัดเกล
ายอด)’은 과거 태국 왕실 전통극(공연)에서 상류층의 여자 주인공이
착용하던 머리 장신구이다. 왕실극에서는 머리 장신구의 종류와 높이로 신분을 나타내
었다. 머리 장신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랏끌라오엿의 둘레와 높이는 중간 정도
이다. 다른 장신구와 달리 귀까지 내려오는 장식이 없다. 정교하고 화려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도 태국 전통 공연이나 연극에서 자주 사용된다. 2017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태국 대표로 출전한 ‘마리야 푼릇랏’이 태국 전통의상과 랏끌라오엿를
착용한 후로 찾는 사람이 늘었고, 그 결과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빠르게 품절되었다.
최근 현지에서 랏끌라오엿 하나의 가격은 1500~2000바트 정도이다(피라몬 촘타왓
(พี
รมณฑ
 ชมธวัช),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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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태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케이팝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주
태국 한국 문화원이다.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 기관인 해외 문화 홍
보원에서는 세계 27개국에 32개의 한국 문화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
다. 방콕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 태국 한국 문화원에서는 2016년
부터 현재까지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5) 매해 태
국 케이팝 아카데미는 수강 모집마다 강좌 인원의 제한으로 조기
마감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의 연령대도
10대부터 5 60대까지 매우 폭넓다. 이것으로 보아 태국 현지에서
케이팝이 얼마나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케이팝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던 근 6년 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태국의 한류 관련 선행
연구 또한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 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케이팝만을 중심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류를
문화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활용할(김유경 외, 2017)
방안의 논의가 중요해진 이 시기에, 현재 케이팝을 향해 높은 수요
를 보여주고 있는 태국 시장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국가 브
랜드 및 국가 이미지 연구에도 접목시켜 케이팝의 연구 반경을 다
각도로 넓혀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류 관련 문화 산
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에서
기인한다. 필자가 직접 참여한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보컬 3
5) 2020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1년 동안 케이팝 아카데미가 운영되지 않았다. 태국
에서의 케이팝 아카데미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 해마다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케이팝 강좌의 인기는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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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업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케이팝 강좌의 수업 만족도가 국가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케이팝 아
카데미의 교육 효과를 검정하여 케이팝 아카데미 교육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정부 부처에 케이팝 아카데미 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여러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케이팝 아
카데미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케이팝
아카데미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케
이팝 아카데미 관련 연구의 시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 적응(Acculturation)
한 문화권에 속해 있던 개인 혹은 집단이 다른 문화와 자주 접촉
하게 되면 상호 문화 적응이 일어나게 된다(전종우 외, 2010). 이러
한 문화 적응은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주류의
문화적 가치, 행동 및 인식에 동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Lee et al.,
2006; Yeh, 2003). 문화 적응은 두 독립적인 문화 간의 접촉에서 비
롯되는 사회학적 과정으로 처음 정의되었다(Lee, 2009). 이에 고든
(Gordon)은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민족 집단과 그의 고유한
가치의 소멸과 같다고 주장하며 문화 적응의 일차원적 모델을 제안
했다(Gordon, 1964). 결과적으로 문화 적응은 민족 정체성의 약화
또는 상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09).
그러나 개인의 문화 적응 수준은 개인이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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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심리적인 변화 상태에 따라 상이하다(Graves, 1967).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다른 문화의 구성원과 더 많이 상호작용할수록 새
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다(Lee, 2009).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기존 연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국 언어 능력, 미디어 사용,
거주국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 거주 기간, 교육 기간 등이 문화 적
응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창환 외, 2010). 나아가 로글러
(Rogler)는 개인이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이나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도 두 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Rogler et al., 1991).
따라서 문화 적응은 소수 민족 집단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구성원
들의 가치 체계, 생활양식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적응을 새로운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보다는 새로운
문화와 자기 문화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강조되는 문화 정체성의 개
념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전종우 외, 2010). 한편 문화 적응
을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성장 문화와 다른 문화적 특성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Ownbey et al., 1997).
문화 적응의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여한 태국 여학생들의 한류 콘텐츠 문화
적응도가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은 다음과 같다.
H1. 문화 적응은 케이팝 수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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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업 만족도
수업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강의 평가, 강좌 평가, 강의 만족도 등
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한다(정영란, 2009). 수업 만족도는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Feldman,
1997), 학습 과정이 종료되고 난 뒤의 학습자 반응과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주영주 외, 2011). 이에
수업 만족도는 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수업
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두연 외, 2017).
수업 만족도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크게 다르지 않
다. 먼저 애스틴(Astin, 1993)은 수업의 반응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학
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여주는 즉각적인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그리
고 김연순(2013)은 수업의 이해도, 유용성, 참여도, 흥미 및 수업방식
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장은정 외 2인
(2010)에 따르면 수업 만족도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강좌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그 수업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사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정
의를 종합하면 수업 만족도는 수업 이후의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의
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좌를 평가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각종 교육 기관에서 온라인 수업
이 이루어지면서 이러닝 수업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닝 학습자들은 수업
의 관심과 집중을 유발시키는 최신의 강의 내용,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 및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강의에 높은 학업 성과를 보였다. 또한
화면 구성, 속도 등 기술적 지원 또한 수업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현철 외, 2009).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202

통권 29호 (2022년 상반기)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 만족도에 있어 더 많은 외부 요인이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강의를
수용하는 학생들의 구실이다. 강의를 제공하는 주체인 교수의 역할
도 중요하지만 그 강의를 받아들이는 객체인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이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정은진 외, 2016). 이러한 논의
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의 만족도가 한국에 대
한 태도와 한국 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와 가설3은 다음과 같다.
H . 케이팝 수업 만족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 케이팝 수업 만족도는 한국 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3. 국가 이미지
국가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용자 측면의 심상 및 고정 관
념으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심어주고자 하는 적극적 이미지 관리의
성과가 아니라 과거 활동을 통해 획득된 수동적인 국가 이미지를
말한다(이진용 외, 2013). 또한 국가 이미지는 ‘어떤 국가 혹은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묘사 혹은
어떤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
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설명된다(Hall, 1986). 국가 이미지는 추상적
이면서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이해와 분석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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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나 이미지의 평균적인 이미
지 값이 있음에도 개인 별로 이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반티뀌민 외, 2021). 이러한 국가 이미지의 정
의에 비춰보면, 국가 이미지란 국가가 이미지 형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국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신호창, 1999).
국가 이미지를 연구한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공통적 요소로 경제, 정치, 문화적인 속성을 꼽는다(신진영, 2014).
포가스(Forgas et al., 1984)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인지적 표현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중 매체 중
특히 신문과 뉴스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는 연구도 존재한다(조충제 외, 2011). 결국 신문 보도는 상대국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
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신진영, 2014).
한편 국가 이미지는 국가적으로 우호관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긍
정적이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반대로 적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
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해
외 이미지 파악은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를 이해하고 그 국가의 입
장에서 유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웡타나
쎈, 2010).
국가 이미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정 국가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호감도 및 구
매 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반티뀌민 외, 2021). 해외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한류로 형성
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국의 콘텐츠, 패션, 음식, 가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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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의 선호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정형식, 2016; 이운영,
2006; 이상미, 2015). 뿐만 아니라, 한류로 형성된 한국의 긍정적인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단계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한국 재방문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경은, 2007; 이려정, 2012; 서용건 외, 2004; Cooper et al., 1993).
이와 같이 한류 콘텐츠가 방한 관광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류와 관광을 결합시켜 접근하려는 다
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최경은, 2007). 따라서 한류
콘텐츠는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방문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가설4를 설정하였다.
H .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케이팝 아카데미
문화 체육 관광부의 산하 기관인 해외 문화 홍보원에서는 2016년
부터 세계 각국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팝 아카데미를 운영
하고 있다. 케이팝 아카데미는 한국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재외 한국
문화원에서 세계 한류 팬들에게 케이팝을 직접 가르치고 해외 사람
들이 케이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박창
욱, 2016). 케이팝 아카데미는 해외 한류팬에게 케이팝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오정희,
2016).
케이팝 아카데미는 ‘댄스와 보컬’ 등 두 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한
국 문화원에서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케이팝 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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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수업 방식은 보컬과 댄스 반으로 나누어 주 2회에서 3회로 1
시간~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다. 수업의 난이도에 따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며 초급반을 먼저 시작하여 2주~3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 다음 중급반 수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수업 운영
방식은 국가별 문화원 상황과 공간에 따라 상이하며 문화원 건물의
규모가 작거나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국가의 문화원에서는
보컬과 댄스 수업 중 하나의 강좌만 진행하기도 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케이팝 아카데미의 책임 교육 운영 기관으로
2016년에는 호원대학교와 세종대학교, 2017년에는 세종대학교, 2018
2019년에는 와이비엠넷(YBMNET)이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코
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의 공식적인 케이팝 아카데미
는 운영되지 않았다.
한편 케이팝 아카데미는 매해마다 각국에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21개 국가, 25개 재외 한국 문화원
에서 실시한 케이팝 아카데미에서는 총 참여 인원과 강사수에서
2,608명으로 전년인 2018년에 비해 13.5%의 참여 인원 증가율을 보
였다.6) 본 연구의 연구 중심국인 태국에서도 2016년부터 진행한 케
이팝 아카데미에서의 참여 인원수가 매해마다 늘고 있다. 매번 케이
팝 아카데미의 강좌 인원 모집 시 조기 마감 되는 등 태국 현지에
서 케이팝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작년에 진행한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는 코로나 펜
데믹으로 인해 현지인들과 직접 대면으로 수업하지 않고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현지의 케이팝에 대한 높은 관심과

6) 해당 지표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통계한 2019년 케이팝 아카데미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서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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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전 강좌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강
좌를 들을 수 있게 한 이유로 올해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참여 인
원은 급증하였다. 다음 <표-1>은 2016년부터 태국에서 진행한 케이
팝 아카데미 강좌 진행 횟수와 참여 인원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1> 주 태국 한국 문화원 케이팝 아카데미 강좌 진행 횟수 및
참여 인원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강좌 진행 횟수(댄스, 보컬 합산)

38

30

48

59

24

참여 인원수(명)

539

778

878

1,124

7,912

출처 : 주 태국 한국 문화원

현재 각국의 재외 한국 문화원에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케이팝 아
카데미 수업 진행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 태국 한국 문화원은 온라
인 플랫폼 기반의 케이팝 아카데미를 재외 문화원 중 처음으로 시
도하면서 수업 중 나타난 갖가지 문제와 한계를 인지하고 개선 방
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
은 연구 모형을 제안한다.
<그림-1> 연구 모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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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3.1. 표본
본 연구는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가 한국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보컬 3차 수업에
직접 참여한 현지 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수업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문항(성별, 나이, 학력, 직업 등), 케이팝 아카데미 보
컬 수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 한국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한국 문화원 직원의 도움으로 한국어 질문 옆에
태국어로 번역하여 응답자들이 질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설문은 마지막 강좌를 끝낸 직후에 수업 참여 인원 전체가 동
시에 실시하였다. 이후, 수업 진행을 도와준 태국인 통역사가 참여
학생들에게 설문 문항의 내용을 한 번 더 실시간으로 이해시켜 주
면서 충분한 이해를 도왔다. 설문의 표본은 남성, 불성실한 응답자,
결측값 등을 제외하고 총 20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보다 명확한 연
구 결과의 확보를 위해 수업에 참여했던 극소수의 남성 표본은 제
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2>와 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나이는 10대가 119명(58.6%)
으로 반수를 넘었으며 20대가 65명(32%), 30대가 12명(5.9%)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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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학력에서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87명(41.4%), 고등학
교 재학 및 졸업이 70명(34.5%), 중학교 재학 및 졸업이 41명(20.2%)
로 나타났다. 직업을 묻는 설문에서는 학생이 152명(74.9%)로 대다
수를 차지하였고 기타 15명(6.9%), 프리랜서 13명(6.4%)로 나타났다.
<표-2> 수업 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
설문 항목

나이

학력

직업

빈도

퍼센트

10세 미만

2

1.0

10대

119

58.6

20대

65

32.0

30대

12

5.9

40대

5

2.5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2.0

중학교 재학 및 졸업

41

20.2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70

34.5

대학교 재학 및 졸업

84

41.4

석사 이상

4

2.0

학생

152

74.9

전문직

1

.5

자영업

9

4.4

기술직

4

2.0

교육직

4

2.0

공무원

6

3.0

프리랜서

13

6.4

기타

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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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측정 척도와 그의 참고 문헌은 <표
-3>과 같다. 문화 적응, 수업 만족도,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 등의 네 변인들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진
행하였고 1점은 가장 낮은 수준, 7점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측정하
였다. 네 변인들의 해당 측정 척도는 <표-3>과 같이 각각의 선행
연구에서 발췌하였으며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
<표-3> 변인들의 측정 척도와 참고문헌
구성 개념

측정 척도

참고문헌

나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한다.
문화 적응

나는 한국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한국 TV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한다.

Blanco et al., 2021

나는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즐긴다.
나는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수업 만족도

나는 수업을 계속 수강할 것이다.

문주현 외, 2020

나는 수업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호의적인’
한국에 대한 태도

‘좋은’
‘긍정적인’

전종우 외, 2015

‘우호적인’
한국 방문을 하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한국 방문 의도

한국 방문은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나는 한국 방문을 선호한다.
나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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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외, 2017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친 다음 SPSS
22.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구들의 정규성을 파악하고자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을 검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설문 항목들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확인된 요인들의 확인
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각 측정 변수들의 집중 타당성과 잠재 변
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각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판별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AVE 및 개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 모형의 경로계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증명하였다. 일곱째, 본 연구의 독립 변
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접 효과(부트스트래핑 방식)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
4.1.1. 탐색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화 적응, 케이팝 수업 만족도,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의 요인 분석 결과는 <표-4>와 같이 추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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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이겐 값은 2.037에서 3.583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누적 분
산은 71.177로 나타났고 요인 적채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 변수 간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정되었
다. 또한 KMO의 수치는 .83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는 카이
제곱값이 1714.497(df=105, p=.000)로 파악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문화 적응의 분석에서는 모두 4개의 관
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654, 설명 분
산은 17.696%로 나타나 문화 적응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수업 만족
도는 모두 3개의 관련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겐 값은 2.037, 설
명 분산은 13.579%로 나타나 케이팝 수업 만족도 요인으로 선정하
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태도는 모두 4개의 관련 문항들로 나타났으
며 아이겐 값은 3.583, 설명 분산은 23.888%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요인으로 선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 의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두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402, 설명 분산은 16.014%로 나타나 한국 방문 의도 요인으로 선
정하였다.
한편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
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
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파값이
0.60 이상,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밴(Van et al., 1980)도 조직
단위의 분석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알파값은 0.60 이상이어
야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신뢰도는 문화 적응 .814,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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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만족도 .624, 한국에 대한 태도 .947, 한국 방문 의도 .772 등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므로 본 연구에
서 선정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표-4>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설문 항목

성분
1

문화 적응 2

.863

문화 적응 1

.860

문화 적응 3

.822

문화 적응 4

.523

2

수업 만족도 2

.884

수업 만족도 1

.850

수업 만족도 3

.623

3

한국에 대한 태도 3

.926

한국에 대한 태도 1

.916

한국에 대한 태도 4

.898

한국에 대한 태도 2

.895

4

한국 방문 의도 2

.859

한국 방문 의도 1

.746

한국 방문 의도 3

.744

한국 방문 의도 4

.531

Eigen-value

2.654

2.037

3.583

2.402

설명 분산(%)

17.696

13.579

23.888

16.014

누적 분산(%)

41.584

71.177

23.888

57.598

Cronbach Alpha

.814

.624

.947

.772

4.1.2. 확인적 요인 분석
전체 인과모형의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이전에 측정 변수의 판
별 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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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그러나 측정 항목의 요인별 단일 차원성 확인 및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선행 요인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2
요인들 특성의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χ2=132.813, df=71, χ 의

p값=0.000, 적합도 지수(GFI : Goodness of Fit Index)=.916, 조정 적
합 지수(AGFI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0.876, 비교 적합
지수(CFI : Comparative Fit Index)=0.962, 원소 간 평균차이(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0.043, 표준 적합 지수(NFI : Normed Fit
Index)=0.92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
=0.066 등의 통계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 모형의 지표들과 비교할 때 GFI, CFI지수 등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자유도(df)

평가 기준
모수가 추정된 다음의 이용
가능한 정보 단위 수

모형 적합도 결과
71

카이자승통계량

-

132.813

유의 확률(p값)

-

.000

적합도 지수(GFI)

>0.9 우수, >0.8 양호

.916

조정 적합도 지수(AGFI)

>0.8 우수, >0.7 양호

.876

원소 간 평균차이(RMR)

최소값

.043

표준 적합 지수(NFI)

>0.9 우수, >0.8 양호

.923

Tucker-Lweis 지수(TLI)

>0.9 우수, >0.8 양호

.952

비교 부합 지수(CFI)

>0.9 우수, >0.8 양호

.962

증분 적합 지수(IFI)

1에 가까울수록 양호

.952

간명 기초 부합 지수(Parsimonius CFI)

>0.7 우수, >0.6 양호

.751

간명 표준 부합 지수(Parsimonius NFI)

>0.7 우수, >0.6 양호

.720

근사 평균 오차 제곱근(RMSEA)

<0.1 채택, <0.05 최적

.066

214

통권 29호 (2022년 상반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로 구조 모델 추정의 기각비(C. R.: Critical
Ratio)의 크기를 절대값이 1.96 이상 기준으로 해석 할 경우 본 연
구의 모형은 <표-6>과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각 측정 변수의
기각비(C.R.)가 1.96을 크게 초과하고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의 검정이 가능하다.
<표-6>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Estimate

구분
문화 적응 4
문화 적응 3
문화 적응 1

S.E.

C.R.

P

1.649

.246

6.711

***

1.000
문화 적응

1.381

.198

6.962

***

문화 적응 2

1.548

.221

6.992

***

수업 만족도 3

1.000
1.360

.163

8.335

***

1.068

.129

8.248

***

수업 만족도 1

케이팝 수업 만족도

수업 만족도 2
한국에 대한 태도 2

1.000

한국에 대한 태도 4

1.126

.059

19.048 ***

1.100

.052

21.037 ***

한국에 대한 태도 3

1.123

.052

21.792 ***

한국 방문 의도 3

1.000
.438

.046

9.511

***

.712

.074

9.639

***

한국에 대한 태도 1

한국 방문 의도 1
한국 방문 의도 2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

***p<0.001

4.2. 상관관계 분석
측정 모형에서 사용된 구성 개념 간의 평균 분산 추출량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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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표-7>과 같다.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면 집중 타당도
가 우수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요인들의 개념 신뢰도는 대부분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 계수의 제곱값이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구성 개념 간 판별 타당성 또한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 단위별 척도들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 계수의 값도 일정 수준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요인명

평균 표준 편차 문화 적응 수업 만족도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

문화 적응

6.47

0.75

1

수업 만족도

6.70

0.59

.244**

1

한국에 대한 태도 6.53

0.77

.119

.421**

1

한국 방문 의도 6.79

0.46

.460**

.199**

.296**

1

AVE

.583

.710

.870

.820

개념 신뢰도

.843

.880

.964

.932

**p<0.01

4.3. 가설 검정
본 연구의 모형은 4개의 중요 변수, 즉 문화 적응, 수업 만족도,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로 구성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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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변수들의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적합도를 평가지표로 GFI, AGFI,
카이자승, 카이자승에 대한 p값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8>
과 같다. <표-8>과 같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중 GFI는 기준치인
0.90을 상회하고 있으며 자유도를 고려한 수정 GFI의 값인 AGFI는
기준치인 0.90을 상회하고 있다. CFI값과 RMSEA값 또한 모두 기준
치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 도구들의 적
합도 지수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수용할 만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표-8> 연구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자유도(df)

평가기준
모수가 추정된 다음의 이용 가능한
정보 단위수

모형적합도 결과
73

카이자승 통계량

-

166.770

유의 확률(p값)

-

.000

χ / df

<3.0

2.285

적합도 지수(GFI)

>0.9 우수, >0.8 양호

.901

조정 적합도 지수(AGFI)

>0.8 우수, >0.7 양호

.857

원소 간 평균차이(RMR)

최소값

.064

표준 적합 지수(NFI)

>0.9 우수, >0.8 양호

.903

Tucker-Lweis 지수(TLI)

>0.9 우수, >0.8 양호

.929

비교 부합 지수(CFI)

>0.9 우수, >0.8 양호

.943

증분 적합 지수(IFI)

1에 가까울수록 양호

.943

간명 기초 부합 지수(Parsimonius CFI)

>0.7 우수, >0.6 양호

.756

간명 표준 부합 지수(Parsimonius NFI)

>0.7 우수, >0.6 양호

.725

근사 평균 오차 제곱근(RMSEA)

<0.1채택, <0.05 최적

.08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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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2>은 공분산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신뢰성, 타당성
분석에서 제거된 변수들을 제외하고 연구 모형을 토대로 작성하였
다. 연구 모형에서 제시되었던 전반적인 모형의 검정 결과는 χ2
=166.770, df=73, χ2에 대한 p값=0.000, GFI=0.901, AGFI=0.857,
CFI=0.943, RMR=0.064, NFI=0.903, TLI(Tucker-Lewis Index)=0.929,
Parsimonius CFI=0.756, Parsimonius NFI=0.725, RMSEA=0.080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연구 모형의 검정 결과는 <그림-2>와 같으
며 구조 방정식의 결과는 <표-9>와 같다.
<그림-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표-9> 연구 모형 구조 방정식 분석 결과
가설 번호

Estimate S.E.

가설

C.R.

P

채택

H1

문화 적응

수업 만족도

.276

.090 3.057 .002** 채택

H2

수업 만족도

한국에 대한 태도

.704

.128 5.481

***

채택

H3

수업 만족도

한국 방문 의도

.164

.119 1.370

.171

기각

H4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

.214

.074 2.885 .004** 채택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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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적응은 수업 만족도에 C.R.값 3.507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
여한 여학생들의 문화 적응이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 또한 증가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1은 채
택되었다. 또한 수업 만족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C.R.값 5.481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
국에 대한 태도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가설2는 채택되었다. 한편 수업 만족도는 한국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기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방문 의도에 C.R.값
2.885로 유의미하게 정(+)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증가할
수록 한국 방문 의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4는 채택되었다.

4.4. 간접 효과 검정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문화 적응이 종속 변수인 한국에 대한 태
도, 한국 방문 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Indirect)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간접 효과 검정 결
과는 <표-10>과 같다. 분석 결과, 문화 적응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134(p<0.05), 한국 방문 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
과는 .074(p<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주었
다. 따라서 문화 적응이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방문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수업 만족도의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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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간접 효과 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문화 적응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방문 의도

계수값

.134

.074

p

.036*

.032*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21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 보컬 수업의 만족도롤 바
탕으로 수업의 만족도가 국가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에 2021년 11월에 진행되었던 태국 케이팝 아카
데미 3차 보컬 수업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 적응은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여한 여학생들
의 한류 관련 콘텐츠 접근성이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한류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여학생들이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태국 국민의 성향과 문화에 적합한 한국
문화 콘텐츠 상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류의 핵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김유경 외, 2017).
둘째, 수업 만족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 또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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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이미지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 태국 한국 문화원에서는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태국 현지의
케이팝 저변 확대와 케이팝 인기 유지 기여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케이팝 아카데미는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대중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교육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케이팝 아카
데미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한국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업계에 호재를 불러일으켜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 강국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방문 의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에 참여
한 여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증가할수록 한국 방문 의도 역
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케이팝 아카데미를 매개로 하
여 한류 콘텐츠 가치를 높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방문 의도 또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산산 외, 2018).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방송 매체를 통한 한류의 긍정적 태도 형성은 한국 방문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의 긍정적 이미
지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김정훈, 2012).
넷째, 문화 적응이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 만족도의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한류 관련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하는 필요성을 자각해준다. 따라서 태국에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한류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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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국가 차원의 다
양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케이팝 아카데미가 운영된 지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
도 불구하고 케이팝 아카데미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
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이팝 아카데미 수업
만족도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실증
적 연구의 시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케이팝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재외 한국 문화원 실무자들에게도 다
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케이팝 아카
데미와 그 밖의 여러 가지 한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
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표
본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 또한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국 케이팝 아카데미의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
기 때문에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여 전체 성별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인 설정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해 연구 설계
와 모형이 단조로웠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변
인들과 함께 케이팝 수업을 연계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
도록 진행해야 한다. 셋째, 수업 만족도가 한국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 또한 향후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
변인인 국가 이미지는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태도와 방문 의도라는 두 개의 연구 결과로 국가 이미지를 포괄하
여 논제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가 이미지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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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변인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케이팝 아카데미를
활용한 질적 및 양적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팝 교육
의 효과가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나아가 외교적 영역에까지 어떻
게 또 얼마나 미치는지를 후고에서 밝혀 아직까지 미미한 케이팝
아카데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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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National Image based on Satisfaction with the
‘2021 Thailand K-Pop Academy’ Classes
Yun, Young Sam
(Assistant Professor at Howon University department of K-POP)
Among Asian countries, Thailand is a major consumer of Hallyu and shows active
consumption of various related contents, including K-pop.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supporting various K-pop related education projects through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Thaila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satisfaction
with a K-pop course influenced the national image based on satisfaction with the ‘2021
Thailand K-Pop Academy’ third vocal classes. Methodology included an online survey
conducted with 224 local student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cours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SPS 22.0 and Amos 21.0. It was found that cultural adapt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and on the attitude toward Korea.
Attitude toward Korea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visit Korea. Lastly, class satisfaction does not influence the intention to visit Kore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current empirical analysis that examines
the influence of K-pop academy class satisfaction on Korea’s national image with various
implications for staff at overseas Korean cultural centers who are operating K-pop academies.
Key words : Thailand, K-Pop academy, Class Satisfaction, National Image, Hal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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