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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과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날로 

빨라짐에 따라, 사람들은 짧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쇼트클립 사용자들은 매년 증

가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쇼트클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뉴미디어 환

경에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쇼트클립의 사용량 증가와 

사람들의 여가시간 감소 사이의 관계의 연관성을 분석하

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뉴미디어와 쇼트클립의 정의

와 특징을 기술하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 변화와 쇼트클립 사용자량의 변화 사이의 비례적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유행하고 있는 비디오편집 플랫폼 ‘TikTok’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인의 쇼트클

립 소비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기를 기

대한다.

Ⅱ. 뉴미디어와 쇼트클립의 정의와 특징

2.1 뉴미디어의 정의와 특징

  뉴미디어는 넓은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기

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광대역 랜, 무선 통신망, 위성 등

의 채널, 그리고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 TV 등의 단말

기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전파 형태를 제공한다. 엄밀히 말하면 뉴미디어를 디지

털 뉴미디어라고 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방송, 텔레비

전의 4대 전통적인 의미의 매체에 비해 뉴미디어는 이미

지적으로 제 5의 미디어로 불린다[1]. 뉴미디어는 새로운 

기술적 뒷받침 체계 아래 나타나는 미디어 형태이며, 디

지털 저널, 디지털 신문, 디지털 방송, 모바일 문자 메시

지, 모바일 TV, 인터넷, 데스크톱 윈도우, 디지털 TV, 디

지털 영화, 터치 미디어, 모바일 네트워크 등이 그 예이

다.

  뉴미디어의 특징으로는 상호작용화(interactivity), 비동시화

(asynchronocity), 탈대중화(demassific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종합화(integration), 영상화(visualization), 

능동화(activity) 등이 있다. 상호작용화는 구성원들 간의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비동시화는 동

시에 참여해야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탈대중화는 

특정대상에게 특정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이전의 상이한 정보체계

에서 ‘0’과 ‘1’이라는 디지털신호를 통해 다양한 신호방식

의 연동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종합화는 뉴미디어에 

의해 전화 및 TV, PC 등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말하

며, 영상화는 기존의 활자방식에 음성 등이 영상으로 변

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능동화는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

가 필요해진다는 의미를 말한다.

현대인의 여가시간 변화에 따른 쇼트클립 소비현상과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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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폰이 출현한 이후 사람들은 뉴미디어의 변화에 익숙해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확장해가는 쇼트클립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휴식을 주고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즉, 현대인의 여가시간 변화에 따른 쇼

트클립 이용과 연관성이 높다. 새롭게 출현한 쇼트클립 소비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대중문화의 변화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뉴미디어의 특징을 정의하고 중국인의 여가시간 변화에 따른 중국의 인기 비디오편집 플랫폼

인 ‘TikTok(틱톡)’ 사용량 변화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쇼트클립 소비문화가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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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쇼트클립의 정의와 특징

  쇼트클립은 보통 인터넷 콘텐츠로 이해되며, 1분 이내

의 쇼트클립을 말한다. 쇼트클립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

폼에서 재생되어 이동 중에도 감상이 가능하고 콘텐츠 

길이에 따라 10 초에서 1 분 이내로 짧은 시리즈 섹션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 쇼트클립 콘텐츠에는 기능설

명, 코믹물, 패션 트랜드 영상, 사회적 이슈, 각종 인터

뷰, 공익 광고, 아이디어 소개나 비즈니스 광고 등 주제

가 매우 다양하다[2]. 그림 1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네트워크 비디오 사용자의 증가수와 쇼트클립의 사용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1. 2008-2018 네트워크 비디오 사용자 

증가수와 쇼트 클립의 사용자 비율[3]

Ⅲ. “TikTok(틱톡)” 쇼트클립의 특징 분석 

  빨라지는 현대의 생활 리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쇼트클립을 즐겨 보고 있다. TikTok 경우, 시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이다[4]. 제작이 비교적 쉽

고, 다양한 콘텐츠로 이용자에게 많은 흥미를 준다. 15초 

이내의 동영상은 사용자에게 강렬한 자극을 줄 수 있으

며, 콘텐츠가 재미를 보장하는 한 끊임없이 이용자의 지

속적인 유입을 이끌고 확대해나갈 수 있다. 제작 측면에

서는 15초 쇼트클립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상콘텐츠 제

작의 기회를 주었다. 기존의 긴 동영상에 비해, 15초의 

쇼트클립은 제작이 매우 간편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창작자로 만들었다. TikTok “짧고, 일상의, 빠른” 슬로건

을 주로 홍보한다. 그림 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

국 거주자의 평균 여가시간 변화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TikTok 총 다운로드 양을 보여준다.

▶▶ 그림 2. 2014-2018 중국 거주자의 평균 

여가시간 증감률과 TikTok 다운로드 증감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거주자의 평균 여가 시간 증감률

과 TikTok 다운로드 양의 증감률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여가시간의 변화와 TikTok 다운로드 양의 증가수를 비교

해보면, 2016년 여가시간이 8% 감소했을 때, TikTok 다

운로드 양은 30% 증가했다. 2017년 여가시간이 7% 감소

했을 때는 TikTok 다운로드 양이 120% 증가했고, 2018

년 9% 감소했을 때 TikTok 다운로드 양은 210% 증가했

다. 즉, 여가시간이 년간 8% 감소할 때 TikTok 연평균 

120%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평균 여가 시간 증감률과 TikTok 사용자 수 

증감률

년도 여가시간 증감률 TikTok 다운로드 증감률

2016 8%↓ 30%↑

2017 7%↓ 120%↑

2018 9%↓ 210%↑

Ⅳ.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따른 쇼트클

립 사용자량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뉴미디어와 쇼트클립의 정의와 특징을 

기술하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 변화

와 쇼트클립 사용자량의 변화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인의 여가시간이 적어지면서 쇼트클립 사용자

가 많아졌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사용과 제작이 쉬운 

TikTok 같은 쇼트클립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현대인의 

여가 생활의 변화를 만들었다.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쇼트클립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과 오락에 대한 욕

구를 만족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본 논문을 통해 향후 

쇼트클립의 소비현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생활의 

변화와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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