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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상호작용성, 오락성 등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에 대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을 시청 경험이 

있는 중국인과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과 오

락성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 미디어의 특성과 사용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각된 가치의 부분매개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 및 오락성과 같은 특성이 

사용자들의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

계점 및 후속연구 방향에 대한 검토하였다. 

주제어 : 1인 미디어, 상호작용성, 오락성, 지각된 가치, 사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media into two factors: interactivity and 

entertainment,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n intention of usag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In order to confirm thi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argeting Chinese people  

who have experience watching one-person media real-time broadcasting and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vity and 

entertainment of one-person media had a positive (+) effect on intention of usage, and the partial 

mediating role of the perceived value was also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media and the intention of usage. Based on the above results,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activity and entertainment of one-person media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that can 

increase users'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it also introduc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review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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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5G와 같은 기술이 급속한 발전

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

작하고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일상생활을 기록

하고 공유하던 ‘blog’나 ‘mini homepage’에 이어 이용

자가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User Created 

Contents를 거쳐, 최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형태로 제

공되는 1인 미디어 시대로 발전하였고, 스마트기기의 보

급으로 인해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1인 미디어가 급속

하게 확산되었다[1]. 특히 쇼트 클립이라고 불리는 짧은 

동영상이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다양한 

1인 미디어 짧은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성장은 전 세계 1인 가구의 증가의 영향

을 받았는데 모바일, 개인PC를 이용하는 시청자은 1인 

미디어를 통해 일대일 소통의 느낌을 받으며, 각자의 생

활방식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서 미디어 콘텐츠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2]. 또한 1인 미디어 진행자들은 자신이 제

작한 콘텐츠에서 제품 정보나 브랜드를 홍보하여 기업의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송 미디어로서의 실시간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1인 미디어의 특성

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나, 현재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

전하는 1인 미디어는 커다란 영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

고 이용자의 사용의도뿐만 아니라 소비행동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큰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서 1

인 미디어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인 미디어의 특성과 사용의도와의 관계를 

검정하고 또한 1인 미디어의 특성과 사용의도 간에 시청

자들이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기능

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판매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1

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1인 미디어의 특성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수신자이자 발신자이며, 콘텐츠

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하며, 특별

한 장비나 기술 없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

로 방송하고 이용할 수 있다[3].

정영수·정철호(2009)는 지각된 위험 및 상호작용성은 

1인 미디어의 제반 특성의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4]. 김

유미(2019)는 1인 미디어 게임 방송의 구성요인을 콘텐

츠 요인, 방송 커뮤니케이터 요인, 상호작용성 요인으로 

구분하며[5], 김귀남·신종국(2020)은 1인 미디어의 플랫폼

속성을 상호작용성(Interactive), 오락성(entertainingness)

으로 설정하였다[6].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

구에서는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상호작용성, 오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성은 전통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미디

어의 특성으로,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미디어 채널을 

통해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또는 커뮤니케이

션 행동의 반응 수준 등으로 정의된다[7, 8]. 상호작용성

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를 구별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매개

하는 교류 및 소통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

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9].

오락성(entertainment)은 즐거움, 흥미, 쾌락, 미적 

감흥, 정서 등이 반영된 복합적 개념이다[10]. 특히, 1인 

미디어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오락성은 사용자들

로 하여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다 쉽게 사용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11]. 

2.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란 소비가치(Consumption Value) 이론

에서 시작되어 소비자들이 무엇을 소비하고 제공 받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거하는 것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소

비자가 인지한 유형과 무형의 재화에 투자하고 얻게 되

는 감정, 경제, 품질,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효용성에 

대한 만족도의 척도를 의미한다[12, 13]. 개인이 지각된 

가치는 제품의 구매 및 서비스나 플랫폼 사용여부를 결

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14, 15].

2.3 사용의도

사용의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도구

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의미하며, 소비자의 행동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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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어져 왔다[16]. 사용의도는 소비자 

미래행동의 지표로서 소비자 행동의도 중 하나이다[17].

2.4 1인 미디어의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

우정 외(2020)는 틱톡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에서 오락 추구와 상호작용이 지각된 자치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8]. 

노진화(2021)의 라이브 커머스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및 인플루언서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지각된 가치 그리고 구매의도 요인 

간에 영향관계를 검증하였고, 라이브 커머스의 오락성,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19].

Panting Song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라이브 스

트리밍 커머스 앵커 속성을 전문성, 상호작용성, 오락성 

및 신뢰성으로 구분하며, 이 속성들이 모두 지각된 가치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20]. 이러한 관

계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1인 미디어의 오락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지각된 가치와 사용의도 간의 관계 

지각된 가치와 사용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

용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해당 제품과 서비스나 플랫폼을 선택할 가능성

이 더 크고 사용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하다[21]. 또한, 우정 외(2020)의 연구에서 중국 이용자

들의 지각된 가치가 쇼트 클립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 사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8]. 이상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3: 지각된 가치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6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

게 만드는 중요한 내적 기준이다. 노진화(2021)는 라이

브 커머스에 대한 현대 소비 기호학적 분석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라이브 커머스의 특

성, 인플루언서의 특성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

인하였다[19]. 이채현(2021)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특

성과 구매의도 간에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22]. 이상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지각된 가치는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과 사

용의도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5: 지각된 가치는 1인 미디어의 오락성과 사용의

도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1인 미디어의 특성이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

과를 통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

하였다.

Fig. 1. The proposed model of this study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국 리서치 전문 업체인 "问卷星“을 통해 

1인 미디어 시청 경험이 있는 중국인과 한국에 있는 중

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2년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 넘게 진행하였

고, 총 320부를 배포하였고 수거한 320부의 설문지 중

에서 부실한 응답으로 인해 29부를 제외하고 291부를 

실중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 및 

오락성은 Cho & Leckenby, (1999), Tannenbaum(1980)의 

연구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시청자의 사용 상황에 따

라 수정하여 각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9, 11]. 매개변수

인 지각된 가치는 Zeithaml(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7].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사용의도는 Karahanna 

et al.(1999)에 의해 사용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고 있다.

One-Person 
Media

Interactive

Entertaining
ness

Perceived 

Value

Intention 

of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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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 

174명(59.8%), 남성 117명(40.2%)이다. 연령은 10대 

15명(5.2%), 20대 128명 (44%), 30대 95명(32.6%), 40

대 31명(10.7%), 50대 이상 22명(7.6%)이다. 직업은 학

생 80명(27.5%), 회사원 66명(22.7%), 공무원 55명

(18.9%), 자영업 26명(8.9%), 기타 64명(22%)이다. 월 

평균수입은 2000-3000위안 71명(24.4%), 3000-5000

위안 73명(225.1%), 5000-8000위안 77명(26.5%), 

8000-10000위안 28명(9.6%), 10000위안 이상 42명

(14.4)으로 5000-8000위안이 가장 많았다. 

4.2 요인,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spss24.0을 사용해 변인들의 신뢰성을 검

정하였으며 모든 변인들의 Cronbach’s 값이 0.7이상으

로 각 항목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값은 0.904로 설

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타당하다는 

것을 실증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Variable
Quest
ion

Component
Cronbach’α

1 2 3 4

lntention of 
Usage

1 .829 .257 .054 .190

.886
2 .807 .245 .240 .182

3 .780 .141 .217 .175

4 .749 .284 .199 .173

entertainin
gness

1 .234 .821 .238 .239

.918
2 .251 .815 .212 .227

3 .232 .766 .281 .229

4 .312 .758 .253 .180

Interactive

1 .195 .170 .838 .164

.867
2 .220 .143 .817 .075

3 .164 .222 .784 .112

4 .059 .264 .740 .125

Perceived 
Value

1 .082 .178 .169 .859

.859
2 .088 .316 .066 .777

3 .237 .172 .219 .771

4 .328 .096 .044 .735

Characteristic   
Value

7.506 1.825 1.486 1.190

Explanation Rate  
(%)

46.910 11.405 9.285 7.436

Accumulation Rate  
(%)

46.910 58.315 67.600 75.036

KMO=0.904(sig=.000)

Table1.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results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 및 오락성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정(+)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r=.370 p<.001, r=.534 

p<.001), 또한 지각된 가치와 사용의도과도 정(+)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r=.484 p<.001).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Interactive
Entertaining

ness
Perceived 

Value
Intention of 

Usage

Interactive 1

Entertainingne
ss

.552*** 1

Perceived 

Value
.370*** .534*** 1

Intention of 
Usage

.458*** .598*** .4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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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Table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미디어의 특성

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상호작용성, β=0.370, t=6.761, P<0.05), (오락성, 

β=0.491, t=10.745, P<0.05). 따라서 가설1, 가설2는 

지지되었다.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Indepen
dent 

Variable

Depende
ncy

Variable
B

StandardDaviat
ion

β

Interacti
ve

Perceived 
Value

.437 .065 .370 6.761 .000

R²=.137(Ajusted R²=.134) F=45.710 P=.000   Durbin-Watson=1.752

Entertain
ingness

Perceived 
Value

.491 .046 .534 10.745 .000

R²=.285(Ajusted R²=.283 F=115.445 P=.000   Durbin-Watson=1.737

***:p<.001, **:p<.01, *:p<.05   (Dependent Variable: SS)

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Hypothesis 1-2

Table 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가치는 사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666, t=15.788, P<0.05).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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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Indepen
dent 

Variable

Depende
ncy

Variable

B
StandardDaviat

ion
β

Perceive

d Value

Intention 

of Usage
.527 .056 .484 9.409 .000

R²=.234(Ajusted R²=.232) F=88.528 P=.000   Durbin-Watson=1.832

***:p<.001, **:p<.01, *:p<.05   (Dependent Variable: SS)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Hypothesis 3

1인 미디어의 특성(상호작용성, 오락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단계의 독립변수인 상호작용성과 오락성

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은 2단계의 값보다 적게 나타나 

매개변수인 지각된 가치의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따라서 가설4, 가설5는 지지되었다.

Step2 Step3

β t VIF β t VIF

Interactive .589 8.756 1.000 .416 6.199 1.158

Perceived Value .397 7.001 1.158

R² .210(.207) .325(.320)

Adjusted R² - .115(.113)

F 76.673*** 69.212***

Entertainingness .598 12.689 1.000 .475 8.766 1.399

Perceived Value .251 4.253 1.399

R² .358(.356) .396(.392)

Adjusted R² - .038(.036)

F 161.006*** 94.306***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4-5

5. 결론 및 한계점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시청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

상으로 조사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연구 모형, 가설 설

정하였다. 분석결과,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과 오락성

은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각된 가치의 부분 매개효과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과 오

락성이 시청자의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향후 1인 미디어 분야에 관한 

연구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1인 미디어의 진행자나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준비하는 기업은 시청자와의 즉시적인 소통 및 대응 그

리고 시청자의 즐거움 유발 시킴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하고 보완하여 시청자의 지각된 가치 수준에 도달하며 

더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시청자들

이 사용하도록 이어지는 것은 시사점이다. 

셋째,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은 전통적인 방송과 구

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방송진행자가 시청자

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행자가 1인 

방송을 진행할 때 외모, 스타일 등 신체적 매력뿐만 아니

라 유머러스한 말투, 재미있는 성격 등 심리적 매력으로 

소비자의 호감을 이끌며 또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인 이해와 설명으로 소비자 개인 지적수준과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소비자의 쾌락적이나 실용적 가

치를 느끼게 만들면 사용의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한경험이 있

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특정한 방송 유형이 

세분화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방송 유형별로 분류해서 깊이 있게 연구

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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