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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이용 동기와 사회적 시청이 방송에 노출된 브랜드 태도, 브랜
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247명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선정
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인 
차별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추구, 정보추구 및 새로운 재미추구가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 
새로운 재미추구를 제외하고 동일한 시청 동기가 브랜드 관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
도의 경우 상호작용추구와 정보추구 동기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사회적 시청 요인 분석 결과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및 주관적 규범 3가지 요인 모두가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관여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실재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브랜드 노출 효과 및 소비자 반응에 관한 이론적, 실무
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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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media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transmitting, 
producing, editing, and sharing video inform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one person 
media broadcasting use motivation and social viewing on consumer attitudes toward brand, brand 
engagement, and purchase intention. It was fond that motives such as differentiation, social interaction 
with other viewers, mutual interaction with BJ, information-seeking, and new fun-seeking positively 
affected brand attitudes. Also, the same motives except fun-seeking positively affected brand 
engagement. Only mutual interaction with BJ and information-seeking were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purchase intention. Meanwhile, para-social relationships, social presence, and subjective 
norm positively influenced on brand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each. Also, para-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prese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brand engagem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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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든 개인이 먹방, 게임, 화장품, 패션, 요리,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 하나로 방송할 수 있
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 방송을 하고 싶은 사
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장비 없이 고품질 영상을 즉석 
촬영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ites: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1].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은 1인 가구 증가, 스마트 기기
의 발달과 확산, 기존 미디어와 차별성, 그리고 시청 패
턴의 변화 등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 급성장 
중이다.

1인 미디어란 인터넷 동영상, SNS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디어이
다[3]. 즉,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방송을 말한다[4]. 만 19세 이
상 4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시청 행태를 
조사한 결과 1인 미디어 인지도가 98.1%로 응답자 대
부분이 인지하고 있었고, 82.6%의 응답자가 시청경험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 또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
터[5]가 전국 만 15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6.2%의 
참여자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개
인 방송을 인지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방송 콘텐츠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은 학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6-10]. 유명인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인터
넷 방송은 유명인에 대한 숭배심리와 호기심, 유행 정
보 수집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를 자극해 시청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9]. 산업적 관점에서  콘텐츠 수급 불균형
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11],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
으로 영상물 제작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크리에
이터와 이들을 네트워킹하고 제작 지원 및 관리하는 
MCN(multi-channel network)의 역할에 대해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7][8][12-14]. 한편 콘텐츠의 양적 
성장이 수반한 불법적, 선정적, 비교육적 콘텐츠 등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적 윤리 강령 및 심
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10] 1

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개인적 동기 차원, 산
업적 차원, 법적 차원의 학문적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 대부분은 단순 시청 동기나 만족도 
및 지속 시청의도 등 미디어 이용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1인 미디어 인
터넷 방송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1인 미
디어 콘텐츠의 인플루언서 특성이나 진정성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효과[15], 1인 미디어 방송의 상호작용성
이 채널 평가, 제품군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등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6][17]. 
그럼에도 이들 연구 대부분이 인플루언서의 개인적 특
성이나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
반적 이용 동기와 노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 동기인 차별
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추구, 습관/시간 보내기, 정
보추구, 새로운 재미추구 및 편리성추구 동기가 노출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
다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상호작용성 증대는 
사회적 시청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1]. 사회적 시청은 
TV를 시청하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8]. 특히, 시청자는 방송 진행
자인 BJ(broadcasting jockey)와 실제 친분은 없으나 
마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느끼며, 미디어 풍부성(media richness)으로 다른 시
청자와 함께 한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실재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친밀감의 증대는 타인의 의견이나 결정에 
수용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내면화시키는 주관적 규
범을 갖게 된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및 주관적 규범은 이용 동기
와 더불어 노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극대화시
킬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차별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추구, 습관/
시간 보내기, 정보추구, 새로운 재미추구, 편리성추구의 
일곱 가지 이용 동기 및 사회적 시청과 소비자 브랜드 
반응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미디어 중심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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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서 이용자는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진행자 및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방송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미디어 이용 동기를 파악하
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이 이용과 충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은 사람들이 왜 미디어를 이용하고 무엇 때문
에 이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9]. 이용자가 가
진 주관적 욕구가 미디어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는 특정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때 만족감을 얻는다[14]. 이용과 충족 이론은 미디어 종
류에 따라 수용자의 이용 동기가 다르며 여러 미디어 
중 왜 특정 미디어를 이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
다[20].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
경에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은 기존 미디어 이
용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14].

따라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 이용 동기를 제시하고
자 한다. 1인 미디어 이용 동기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본 연구는 전통매체 및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통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용 동기 중 많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7가지 공
통 요인들을 선별한 결과 차별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
용추구, 습관/시간 보내기, 정보추구, 새로운 재미추구, 
편리성추구 이용 동기가 나타나 이들 변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표 1]. 가설도출을 위한 이용 동기의 구체적 
문헌 연구는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자별 공통 이용 동기 

Note: 이용 동기는 본 연구의 측정 항목으로 사용된 * 기준으로 분류됨.

1.1 차별성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은 진행자만 커뮤니케이션 하

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한다. 또 기존에는 볼 수 없는 차별성 있
는 콘텐츠를 제공한다[1]. 다양한 1인 방송의 콘텐츠
(e.g., 게임, 뷰티, 먹방, 시사, 스포츠, 제품 리뷰)가 인
기를 얻으며 독특한 방송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4]. 1인 방송은 생산자와 이용자
가 특정되지 않은 구조에 자유롭게 참여해 공통의 관심
사를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독특함과 신선함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21]. 
남들이 다루지 않은 주제와 내용의 참신성, 내용 전달
의 신속성, BJ 간 차별성 여부가 이용자들의 관심과 경
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기존 
방송 매체와 다른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차별성은 
방송에 노출된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사회적 교류
사회적 교류는 개인방송을 시청함으로써 타인과 교

류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평판이 좋은 BJ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교류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22].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
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 타인과 원활한 교류를 꾀할 필
요가 있다[23]. 즉, 미디어 속 또는 1인 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용 동기 연구자

차별성 강미정, 조창환(2020)
김설예, 유은, 정재민(2016)*

습관/시간 보내기 이주희, 고경아, 하대권(2018)
한영주, 하주용(2019)

사회적 교류 강미정, 조창환(2020)
반옥숙, 박주연(2016)*
오대영(2017)
이영주, 송진(2016)*
이주희, 고경아, 하대권(2018)
최민재(2007)
최믿음, 전범수(2014)
하평평(2018)
한명우(2016)
한영주, 하주용(2019)

새로운 재미추구

편리성추구

정보추구

상호작용추구

김채환(2009)
반옥숙, 박주연(2016)*
이주희, 고경아, 하대권(2018)
조윤희, 임소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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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발생한다. 시청자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주고받을 때 더 높은 만족감
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오대영(2017)은 인구 사회적 특성과 이
용 동기, 성격이 유튜브 장르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했다[20]. 연구 결과 이용 동기는 ‘관계추구’, ‘재
미추구’, ‘정보추구’ 등 세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관계추
구’ 동기가 코미디/애니메이션, 게임, 스포츠, 뷰티/패
션, 요리/건강, 게임, 문화/교육, 정치, 일반뉴스의 이용
량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사
회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유튜브의 다양한 동영상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방송에 노출된 브랜
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3 상호작용추구
이용 동기와 콘텐츠를 선택할 때 새로운 콘텐츠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와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자
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22]. 
진행자와 참여자가 같은 시청자로 서로 다르지 않으며 
단지 그 시청자 중에서 BJ 또는 진행자가 ‘말하는 자’의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24].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에서는 시청자와 BJ가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는 방송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BJ와 함께 방
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25]. 상호작용은 성향에 따
라 다르게 작동하며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이용자일지
라도 시청자의 능동성, 선별성, 또는 관여도 수준에 따
라 서로 개인차가 존재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매체가 
가진 상호작용성을 항상 최대치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
다[24].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특정 장르(e.g., 먹방)를 
시청하는 시청자 집단의 정체성이 기존 팬덤(fandom)
의 확장인지 아니면 웹 2.0시대가 탄생시킨 새로운 가
상 공동체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26].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청하는 시청공동체(viewing 
community)로 구성원 모두를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용자 개개인은 다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연하
게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들은 익명성을 즐기고 

내부적으로 BJ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구성원과 유기
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즉, 현실 속 구성원들의 
중요한 경험, 타인에 대한 이해, 위로 등 정서적 치유와 
교감이 방송 안에서 연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1인 미디
어 인터넷 방송의 상호작용성이 강해질수록 브랜드 태
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4 습관/시간 보내기
이용자들은 습관적이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1인 미

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2016)는 ‘오
락추구, 시간보내기 동기유형’, ‘동반자역 동기유형’, ‘성
적 흥미 동기유형’, ‘지식, 정보 습득 동기유형’으로 인
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들의 4가지 시청 동기를 규명했
다[27]. 그 중 오락추구, 시간 보내기 동기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시청 동기 유형들을 
크게 ‘도구적 이용(e.g., 의도적, 정보적)’과 ‘관습적 이
용(e.g., 오락적, 습관적, 시간보내기)’으로 구분하였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보다는 
목적이나 의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연령대별로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
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시간을 때우는 동기로 방송을 
시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단심층면접(FGI)을 통
해 드러난 시청 동기로 재미, 정보, 또래 집단 내 의사
소통, 시간 보내기, 대리 만족, 심리적 위안 등이 밝혀졌
다[28]. 노인층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이용행태를 연구
한 정재민과 김영주(2007)는 시간을 때우거나 습관적
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노인에게 텔레비전은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임을 밝혔다[29]. 노인층도 습관
/시간 때우는 격으로 매체를 시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습관적, 시
간 보내기 동기가 커질수록 빈번한 노출로 브랜드 태
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5 정보추구
정보이용 역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의 주요 

동기로 볼 수 있다. 김설예 외(2016)는 1인 미디어 인
터넷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시청 시간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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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을 확인했다[1]. 1인 방송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맞
춤화된 방송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의 관심사와 부합되
는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14]. 또한 인터넷 라
이브 방송의 시청 동기를 연구한 김종무[30]는 ‘휴식 제
공 요인’, ‘정보 이용 편의성 요인’, ‘이용의 접근성 요
인’, ‘지루함 해소 요인’, ‘사회적 관계 요인’, ‘시청 편의
성 요인’ 등 6가지 시청 요인을 밝혔는데, 이용자들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습
득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게임 장르를 볼 때도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난도가 있는 임
무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이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어
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에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1]. 대부분 사람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
하기 전, 음식을 만들기 전에도 미리 검색을 통하여 정
보를 얻고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적인 재미만 
지나치게 부여할 때는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14].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할 때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정보추구 욕구가 강해질수록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새로운 재미추구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는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즉석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이
용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직접 대화에 참여해 새로운 
재미를 느낀다. 다른 시청자도 타인의 댓글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흥미를 느낀다. 
이러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서 탈피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이야기와 전개, 간결함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14]. 기존 방송과 차별
화되는 포맷과 BJ들의 개성은 재미를 추구하는 이용자
들에게 중요한 시청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31].

유명 연예인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 동기에 대해 
살펴본 하평평(2018)은 동기를 ‘감정적 동기(e.g., 호기
심 충족, 재미, 무료함 해소)’와 ‘기능적 동기(e.g., 연예
인에게 선물, 이야깃거리 제공)’로 구분했다[32]. 연구 
결과 기능적 동기보다 감정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직장에서의 일과 학업 후 남는 시간에 방
송을 시청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오락성과 재
미를 추구할수록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편리성추구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콘텐츠 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지만 자투리 시간에는 미디어를 손쉽게 
즐겨 이용하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8)가 
전국 만 19세~59세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
식을 조사한 결과 66.3%(2017, 중복응답), 79.4%(2018, 
중복응답)의 소비자들이 앞으로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33]. 대부분 사람들은 산업이 발전하
면서 편리성 가치를 중시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사람
들은 TV 프로그램, 동영상, 영화 등 각종 콘텐츠를 고
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또는 약속을 기다리면
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보고 있다[1]. 특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지 빨리 접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편리함을 통해 당면한 
문제나 업무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34].

한편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따른 편리성은 소비행태
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83%의 소비자는 브랜드 광
고보다 제3자의 추천을 더욱 신뢰하며 40%의 Z세대
(1990년 중반~2000년 초반 출생자)는 애호하는 유튜
버가 현실 속 친구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해준다고 생
각한다[35]. 예를 들어, 현대홈쇼핑은 국내 최초 ‘모바
일 뷰티 홈쇼핑’이라는 타이틀로 1인 미디어 형식을 가
져와 스마트폰 어플로 방송했다[36]. 다양한 스타들이 
직접 방송에 출현해 화장품을 구매창을 통해 실시간으
로 판매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인터
넷 방송의 편리성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이용 동기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다음 연
구가설을 제시 한다. 

<가설 1> 차별성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
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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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사회적 교류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상호작용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습관/시간 보내기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정보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새로운 재미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
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편리성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
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 사회적 시청
사회적 시청은 방송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

셜TV’에서 나온 개념으로 TV를 시청하면서 온라인 채
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을 뜻한
다[18]. 김설예 외(2016)는 기존 TV 매체의 사회적 교
류가 아닌 인터넷 개인방송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방송
을 시청할 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위로 개념
을 확장했다[1]. 방송 진행자인 BJ와 시청자들이 한 공
간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시청이 인터
넷 방송에서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시청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주관적 
규범’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2.1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사회적 작용은 시청자가 방송 진행자인 BJ와 실

제 친분이 없지만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을 의미한다[1].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호튼과 윌
(1956)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등장한 인물에 
대하여 갖는 상상적 인간관계를 개념화해 처음 제시했
다[37][38]. 즉,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에 스며들어 마치 내가 그들과 면대면으로 커뮤니케이

션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39]. 이용
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미디어라는 매개체
를 잊어버리고 BJ를 실제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경
향이 높다[16]. 또, BJ와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1인 미디어 안에서 친구와 가족 혹은 낮선 타인까
지도 이용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40]. 방송
과 동시에 채팅하고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1인 미디
어 인터넷 방송은 BJ와 이용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
정되고 타협되는 조율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
다[24]. 이와 같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의사사회
적 상호작용이 강화될수록 노출된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2.2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은 불특정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상대

방과 실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 같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정도이다[41]. 또, 1인 미디
어 인터넷 방송에서의 사회적 실재감은 시청자가 BJ나 
다른 시청자들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시청하고 있다
는 현실 자체를 잊고 몰입해 자신 이외의 다른 이용자
들과 함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42]. 가상공간에서 사
회적 실재감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이용자들과 비대
면 소통에 관한 메시지 내용이나 시각적 효과에 주목하
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주의를 잃어버리기 쉬
운데 사회적 실재감이 높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존재를 
지각하게 되어 반사회적 행동들을 자제하게 된다고 한
다[43].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는 표정이나 몸짓
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단서가 부족해 신뢰성 구축이 
어렵지만[44],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서는 높은 사
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실재감으로 이를 극복하고 더
욱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
다[44][45]. 따라서 사회적 실재감이 증가할수록 BJ 및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증가할 
것이며 1인 미디어 방송에 노출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2.3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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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규범은 타인의 의견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1].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대를 인식하고 이를 따르려
는 의도가 심리적,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주관적 압력을 받기 
쉬우며[46] 주관적 규범을 발생시키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된 행
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나 이성적 행
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중요 타자가 특정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47][48]. 즉,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압력은 주관적인 
규범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48-51].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준거 집단의 규범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비 행동에 있어서도 타인을 의식하
는 행위를 자주 하는 집단중심 문화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52]. 이처럼 시청자를 둘러싼 중요 타자의 사회
적 압력과 규범에 대한 순응성이 높아질수록 브랜드 태
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다. 이와 같이 사회적 시청에 관한 논의를 고려해 다음
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8>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브랜드 태도, 브랜
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9> 사회적 실재감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0> 주관적 규범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포함하는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표본 수집 및 설문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S시 소재 4년제 대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언론수
용자 의식조사에서 개인방송 이용률 조사 결과 전국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 5,128명의 평균 개인방송 이용률
은 6.1%이었고, 20대의 개인방송 이용률은 17.4%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8.8%, 40대는 3.8%로 나타났다
[53]. 이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2. 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와 사

회적 시청을 독립변인으로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변인을 개념적으로 정의해 보면 차별성은 다른 
매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적 특징이다[1]. 구체적
인 측정항목의 문항간 신뢰도(α)는 .89, 평균값(M)은 
4.91, 그리고 표준편차(S.D.)는 1.45로 나타났다[표 2]. 
사회적 교류는 성별, 연령, 직위 등 인구학적 특성과 무
관하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유대감을 형성하여 관계
를 맺는 것이며[22], 상호작용추구는 미디어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서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참여자가 서로 
생각이나 의견, 정보 등의 의미를 주고받으며 교환하는 
행동이다[14]. 습관/시간 보내기는 미디어에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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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무의식적으로 
익혀진 방식이나 반응이다[14]. 정보추구는 미디어를 
이용해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나 문제 상황의 자료
를 수집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며[14], 새로운 재미추구
는 콘텐츠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재미이다[31]. 마지막
으로, 편리성추구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하거나 약
속을 기다리면서 각종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콘텐
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았다[1].  

한편 사회적 시청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선행연구[1]의 문항을 변용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시청요인 중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시청자가 방송 프
로그램 속 인물과 실제 친분이 없지만 마치 잘 알고 있
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 사회적 실재감은 
미디어를 이용 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해 대화하는 것 
같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정도이며[41], 주관적 규범은 
타인의 의견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
한다[1]. 

종속변인으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
가 가지는 전반적 가치에 대한 평가이다[54][55]. 본 연
구에서 브랜드 태도는 ‘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독립 변인 측정항목 α M S.D.

차별성
나는 다양한 BJ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89 4.91 1.45나는 기존 텔레비전 방송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이라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나는 기존 텔레비전 방송과는 차별화되는 내용・소재들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사회적 교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86 3.51 1.54
나는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나는 나의 주변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계속 이용한다.
나는 지인/친구들과 함께 시청하기 편리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계속 이용한다.

상호작용추구

나는 BJ가 시청자들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

.87 4.02 1.50
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게시판이나 채널 채팅창을 통해 BJ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한다.
나는 BJ가 시청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

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채팅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

습관/시간 
보내기

나는 시간을 때울 수 있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81 5.14 1.30
나는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나는 습관적으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정보추구

나는 관심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81 4.14 1.49
나는 공부나 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나는 TV나 라디오 또는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
나는 대화 소재를 습득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새로운 재미추구

나는 재미를 위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83 5.61 1.17나는 즐거움을 위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은 기존 텔레비전 방송과 차별화되는 내용과 소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용한다.
나는 다양한 BJ의 개성과 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편리성추구
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71 5.40 1.42
나는 이동하면서 볼 수 있어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나는 BJ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

.89 3.77 1.44

나는 BJ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즐겁다.
나는 BJ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나는BJ가 오래된 친구 같다.
나는 BJ에 대해 채팅창에서 다른 시청자가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나는 BJ의 방송을 시청하면 마치 친구랑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만약 신문이나 잡지에 BJ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다면 나는 그 기사를 읽을 것이다.

사회적 실재감
나는 함께 시청하는 다른 시청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93 2.88 1.59나는 함께 시청하는 다른 시청자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함께 시청하는 다른 시청자들이 내 옆 또는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관적 규범
내 주변 사람들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을 좋아하는 것 같다.

.80 4.85 1.25내 주변 사람들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 주변 사람들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표 2.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 및 사회적 시청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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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브랜드에 호감이 간다’, ‘나는 1인 미디어 인터
넷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가 좋다’, ‘나는 1인 미디어 인
터넷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의 3개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56](α=.96, M=4.09, S.D.=1.53). 브
랜드 관여는 고객이나 소비자, 즉 이용자들이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브랜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다[57][58]. 측정은 ‘1
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가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나타
난 브랜드가 내 삶의 일부분으로 느껴진다’, ‘1인 미디
어 인터넷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
타내는 지표로 보일 수 있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에 나타난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싶
어진다’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57](α=.91, M=3.14, 
S.D.=1.50). 마지막으로, 구매의도는 Marks와 Kamins 
(1988)의 항목을 변용해 ‘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에 나타난 브랜드를 구매하고 싶다’, ‘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를 구매
할 의향이 있다’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65](α=.95, 
M=3.89, S.D.=1.70). 본 연구의 모든 측정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
우 그렇다).

3. 분석 방법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와 사회적 시청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247명 중 남

자가 92명(37.2%), 여자가 155명(62.8%)으로 남성보
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22.19세(S.D.=2.16)로 참가자 중 20세가 73명
(2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1세 44명
(17.8%), 24세 42명(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247명 중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응답자는 243명(98.4%), 시청하지 않는 응답자는 4명
(1.6%)으로 나타났다[표 3].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가 242명
(98%)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시청했으며 인스타그램 
168명(68%), 페이스북 139명(56.3%), 아프리카TV 
125명(5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틱톡, 
트위치TV 등 소수의 기타 12명(4.9%)의 응답이 있었
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선택 기준은 장
르에 따라 선택한다는 응답이 114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새로움 41명(16.6%), 평판 33명(13.4%), 스타 
26명(10.5%), 기타 26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방송 시청 시간은 일평균 1시간 이상 ~ 2시
간 미만 시청이 98명(3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1시간 미만이 96명(38.9%)으로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다.

표 3.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이용 특성      (N=247)
변인 구분 N %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 유무

有 243 98.4
無 4 1.6

시청하는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242 98
인스타그램 168 68
페이스북 139 56.3
아프리카TV 125 50.6
틱톡 16 6.5
기타 12 4.9

콘텐츠
선택 기준

장르 114 46.2
새로움 41 16.6
평판 33 13.4
스타 26 10.5
기타 26 10.5

하루 방송 시청 시간

1시간 미만 96 38.9
1시간 이상 ~ 2시
간 미만 98 39.7

2시간 이상 ~ 3시
간 미만 32 13

3시간 이상 17 6.9

2. 가설검증
이용 동기 회귀모델의 요약 결과 브랜드 태도에 대한 

F값은 24.13, 유의확률은 .00(p<.01)으로 p값이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D.W.) 수치는 2에 가까운 1.89로 오
차항이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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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청 회귀모델의 요약 결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태도에 대한 F값은 53.99, 유의확률은 .000(p<.001)으
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D.W. 수치 역시 2.10으로 2에 근접해 오차항의 독립성
이 검증되었다[표 4].

구체적으로, 이용 동기 요인에서 차별성(β=.17, 
t=2.08, p<.05), 상호작용추구(β=.16, t=2.43, p<.05), 
정보추구(β=.25, t=3.58, p<.00), 새로운 재미추구(β
=.16, t=1.97, p<.05)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한편 사회적 교류(β=.13, t=1.86, p=.06)는 유의수
준 p<.1 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사회적 시청 요인인 의사사회적 상호작용(β
=.49, t=7.25, p<.00)과 주관적 규범(β=.12, t=2.09, 
p<.05)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
적 실재감(β=.10, t=1.69, p=.09) 역시 p<.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이
용 동기 요인 중 차별성, 상호작용추구, 정보추구, 새로
운 재미추구, 사회적 교류가 정적 영향을, 사회적 시청 
요인 중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 및 사회적 
실재감이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 브랜드 태도에 대한 이용 동기 및 사회적 시청 요인 다중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S.E. β t p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

(상수) .16 .40 1.68 .09
차별성 .17 .09 .17 2.08 .03*
사회적 교류 .13 .07 .13 1.86 .06†
상호작용추구 .16 .07 .16 2.43 .02*
습관/시간 보내기 .02 .08 .02 .23 .82
정보추구 .25 .07 .25 3.58 .00**
새로운 재미추구 .21 .11 .16 1.97 .04*
편리성추구 -.07 .07 -.07 -.99 .33
F(7, 239)=24.13, p=.00**, R=.64, R2=.41, adj. 
R2=.39,
S.E. of Estimate=1.18, D.W.=1.89

사회적 시청

(상수) 1.11 .31 3.62 .00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52 .07 .49 7.25 .00**
사회적 실재감 .10 .06 .10 1.69 .09†
주관적 규범 .15 .07 .12 2.09 .04*
F(3, 243)=53.99, p=.00**, R=.63, R2=.40, adj. 
R2=.39,
S.E. of Estimate=1.18, D.W.=2.10

Note: 종속변인-브랜드태도, B=비표준화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계수, 
†p<.10 *p<.05, **p<.01

브랜드 관여에 대한 이용 동기 회귀모델의 요약 결과 
F값은 19.27, 유의확률은 .00(p<.01)으로 p값이 통계

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 수치는 2에 가까운 
1.89로 오차항이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사회적 시청 회귀모델의 요약 결과 브랜드 관
여에 대한 F값은 53.99, 유의확률은 .00(p<.01)으로 p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D.W. 수
치 역시 2.10으로 2에 근접해 오차항의 독립성이 검증
되었다[표 5].

구체적으로, 이용 동기 요인에서 사회적 교류(β=.17, 
t=2.27, p<.05), 상호작용추구(β=.19, t=2.79, p<.05), 
정보추구(β=.31, t=4.31, p<.01)가 브랜드 관여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차별성(β=.15, t=1.73, p=0.08) 
은 유의수준 p<.1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시청 요인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β=.27, t=4.24, p<.01)과 사회적 실재감(β=.44, t=7.58, 
p<.01)으로 브랜드 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종
합해보면, 이용 동기 요인 중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추
구, 정보추구 및 차별성이 브랜드 관여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시청 요인 중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실재감이 브랜드 관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5. 브랜드 관여에 대한 이용 동기 및 사회적 시청 요인 다중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S.E. β t p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

(상수) .47 .41 1.13 .26
차별성 .15 .09 .15 1.73 .08†
사회적 교류 .17 .07 .17 2.27 .02*
상호작용추구 .19 .07 .19 2.79 .01*
습관/시간 보내기 .06 .08 .06 .78 .44
정보추구 .31 .07 .31 4.31 .00**

새로운 재미추구 -.18 .11 -.14 -1.6
1 .11

편리성추구 -.00 .07 -.00 -.01 .99
F(7, 239)=19.27, p=.00**, R=.60, R2=.36, adj. R2=.34,
S.E. of Estimate=1.21, D.W.=1.91

사회적 시청

(상수) .49 .29 1.69 .09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28 .07 .27 4.24 .00**
사회적 실재감 .42 .06 .44 7.58 .00**
주관적 규범 .08 .07 .07 1.21 .23
F(3, 243)=68.86, p=.00**, R=.67, R2=.46, adj. R2=.45,
S.E. of Estimate=1.11, D.W.=2.00

Note: 종속변인-브랜드관여, B=비표준화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계수, 
†p<.10 *p<.05, **p<.01

마지막으로, 구매의도에 대한 이용 동기 회귀모델의 
요약 결과 F값은 14.81, 유의확률은 .00(p<.01)으로 통
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 수치는 2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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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1.94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시청 회귀모델의 요약 결과 구매의도에 대한 F값은 
39.52, 유의확률은 .00(p<.01)으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D.W. 수치 역시 2.02로 2
에 근접해 수용하였다[표 6].

구체적으로, 이용 동기 요인에서 상호작용추구(β=.17, 
t=2.47, p<.05)와 정보추구(β=.20, t=2.72, p<.05)만이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시청 요인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β=.39, t=5.50, p<.01), 사회적 
실재감(β=.14, t=2.07, p<.05), 그리고 주관적 규범(β
=.14, t=2.25, p<.05) 모두 사회적 시청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용 동기 요인 중 상호
작용추구와 정보추구가, 사회적 시청 요인 중 의사사회
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그리고 주관적 규범 모두
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가설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7].

표 6. 구매의도에 대한 이용 동기 및 사회적 시청 요인 다중 회
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S.E. β t p

1인 미디어 인
터넷 방송 
이용 동기

(상수) .16 .49 .33 .75
차별성 .17 .11 .15 1.60 .11
사회적 교류 .10 .09 .09 1.12 .27
상호작용추구 .20 .08 .17 2.47 .01*
습관/시간 보내기 -.08 .10 -.06 -.76 .43
정보추구 .23 .09 .20 2.72 .01*
새로운 재미추구 .19 .13 .13 1.45 .15
편리성추구 .03 .09 .02 .31 .76

F(7, 239)=14.81, p=.00**, R=.55, R2=.30, adj. R2=.28, 
S.E. of Estimate=1.43, D.W.=1.94

사회적 시청

(상수) .80 .36 2.20 .03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46 .08 .39 5.50 .00**
사회적 실재감 .14 .07 .14 2.07 .04*
주관적 규범 .19 .08 .14 2.25 .03*
F(3, 243)=39.52, p=.00**, R=.57, R2=.33, adj. R2=.32, 
S.E. of Estimate=1.39, D.W.=2.02

Note: 종속변인-구매의도, B=비표준화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계수, 
†p<.10 *p<.05, **p<.01

표 7. 연구가설 결과 요약

Note: †-지지된 종속변인, ●-완전지지, ○-부분지지, ×-기각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와 사회
적 시청 요인이 방송에 노출된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
여 및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브랜
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는 차별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추구, 정보추구, 그리고 새로운 재미추구
로 나타났다. 한편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시청 요인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그리고 주관적 규범 3가지 모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서 BJ의 다양
한 개성을 느끼고 기존 TV와 차별화되는 신선한 주제, 
장르 및 포맷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BJ 및 방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대화 소재를 공유하고 타인의 추천이나 피드백을 받는 
등의 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회적 교류와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브랜드 중심의 동질감과 연대
감을 형성할 것이다[59]. 또 능동적, 주체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대화의 소재를 찾는 등의 자발적인 행위를 
할 때 보다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명우(2016)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20대 대학생들
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즐거운 콘텐츠를 통해 스
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확인해 1인 미디어 인터넷 방
송이 오락적, 유희적 혜택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27][60]. 

가설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 지지여부

가설1 차별성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2 사회적 교류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3 상호작용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4 습관/시간 보내기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 ×

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5 정보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새로운 재미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
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7 편리성추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
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사회적 시청 지지여부

가설8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9 사회적 실재감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10 주관적 규범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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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습관/시간 보내기와 편리성추구는 브랜
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다. 습관적 또는 단순히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한다면 시청자는 방송에 나온 브랜드에 대해 관심 있게 
보지 않을뿐더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SNS 플랫폼 등 1인 미디
어 인터넷 방송의 내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유튜
브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은 사회적 교류, 
오락성, 정보추구나 자아신분추구(self-status seeking)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청자의 적극적, 능동적, 주체적인 
참여와 관여를 전제로 한다[61]. 그러나 목적 없는 습관
/시간 보내기는 자발적 의지가 결여되어 긍정적 브랜드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1인 미디
어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되는 브랜드에 관한 포스팅이
나 이에 대한 공유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62]. 이
용과 충족 이론 관점에서 시청자들은 유사하지만 세부
적으로 상이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 동기 세
분화에 따라 브랜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메
시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 중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편리성추구 역시 브랜드 태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
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저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 인터
넷 방송이 편리성을 제공하나 이러한 편리성 인식이 긍
정적 브랜드 태도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시청의 경우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
재감, 그리고 주관적 규범 모두가 브랜드 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즉, 방송 진행자인 BJ와 실제로 친분
은 없지만 잘 아는 사람처럼 인지하게 될수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 안에서 내가 BJ나 다른 참여자와 함
께 있는 느낌을 받고, 또 시청자 그룹의 일원으로 특정 
사고방식과 행동에 사회적 압력이나 동조를 느낄 경우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타난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 태도
를 갖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1]. 진행자인 BJ가 방송 
참여자인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시청자들도 
BJ와 다른 시청자들 간 친구처럼 거리감 없이 소통하게 
된다면 노출된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인 
BJ와 시청자 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처럼 느
낄 때 인터넷 방송의 PPL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4]의 결과와 부합한다. 더불어 의사사회
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실재감은 이용 동기(e.g., 새로운 
재미추구)를 더욱 강화한다는 한명우(2016)의 연구 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27].

브랜드 관여의 경우도 브랜드 태도와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재미추구를 제외하
고 차별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추구와 정보추구가 브
랜드 관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존 방송 매체와 차별화되는 BJ의 개성과 장르 및 포
맷의 독특성, BJ 및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
감한다는 사회적 교류 및 상호작용이 브랜드 관여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소재나 관
심정보를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브랜드는 시
청자 관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한편 새로운 재미추구는 
브랜드 태도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브랜드 관여로는 이
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태도-관여 모델
(attitude-engagement model)에 따르면 개인 차원
에서 태도는 행위적 관여(behavioral engagement)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선행 및 예측요인이다[63]. 이러
한 관점에서 단순히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용 동
기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향상시킬 수 
있으나 브랜드에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지
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7][58]. 

또한 사회적 시청의 경우도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실재감이 브랜드 관여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주관적 규범은 관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BJ
와 대면하고 목소리를 듣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등의 의
사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또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시공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강해질수록 브랜드가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 더욱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관적 규범은 브랜드 태
도와 달리 관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시청자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지인이나 친구의 추천 등 주변의 
외적 압력이나 규범 하에 시청하는 것은 자발적 통제
(active control)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반발감
(psychological reactance)을 초래해 브랜드 관여를 
저해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64].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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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추구와 정보추구 요인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
회적 시청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및 
주관적 규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J와 빠
르게 소통할수록 또 공부나 일 등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수록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노출되는 브랜드의 
구매의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호의를 느끼는 BJ와
의 연결감과 관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제공은 브랜
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 등 본 연구의 모든 
종속변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판
단된다. 

더불어 사회적 시청요인으로 BJ에 친밀감과 함께 있
는 것처럼 느낀다면 구매의도가 더욱 높아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16]. 또한 중요한 타인이 내가 시청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호한다는 주
관적 규범을 가질수록 구매의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 규범이 브랜드 관여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도-관여 모델과 더불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관여가 구매의도의 선행요인이
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66][67],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관여가 매개변수로 작용해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대한 급속한 관심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는 상당하나 노출
된 브랜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이 주지의 현
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과 브
랜드 관련 소비자 반응을 고찰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브랜드 노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용 동기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브랜
드 태도와 관여를 위해 차별성, 사회적 교류, 상호작용
추구 그리고 정보추구 등 이용자의 미충족된 이용 동기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브
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그리고 구매의도를 관통하는 2
가지 동기 요인인 상호작용추구와 정보추구에 대해 향
후 보다 세분화된 동기 분류 및 분석이 요청된다. 마찬
가지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및 주관적 
규범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무적 차원에서도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BJ 및 인플루언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발굴 및 육성방
안이 필요하다. BJ와의 빠른 소통과 친밀감 형성이 우
선시 되어야 하며 이들을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
보가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과 함께 전달된다면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희적 요소와 즐겁게 시
간을 보낼 수 있는 맞춤화된 브랜드 및 제품 정보를 콘
텐츠에 녹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타깃 수용자
를 둘러싼 중요 타자에게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
도록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청된다. 마
지막으로,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채널운
영자나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활성화되고 있는 MCN 
사업자에게 상생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본 연구는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및 구매의도를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와 사회적 시청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의 제한점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1인 방송, 개인 방
송, 1인 미디어 등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의 주제가 
폭넓고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개인이 선호하는 장르와 
콘텐츠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군과 브랜드에 
따른 익숙함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장르의 이용 동기를 총망라하여 다루지 못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방송 유형, 제품군, 세분화된 이용 동
기에 따른 브랜드 노출 효과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공통 이용 동기 요인
을 추출 및 재구성하였으나 새로운 이용 동기는 보기 
어려웠던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양한 미디어(e.g., 
TV, SNS)이용 동기를 확인 후 연구에 추가하여 진행했
지만 향후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만의 차별화된 동기
를 도출한다면 더욱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개
인 방송 이용률과 미디어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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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가장 높게 나와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나 다양한 
연령층이 아닌 특정 연령의 대학생 표본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10대 및 이용
률이 저조했던 이외 연령층까지 포함해  연구를 진행해
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종속변인인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
여 및 구매의도간의 관계는 살펴보지 못했다. 기존 연
구 결과 SNS에서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관여는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6][67]. 또한 본 연구에
서 이용 동기 및 사회적 시청은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관여를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이용 동기와 사
회적 시청을 포함하여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 그리
고 구매의도간의 인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
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시청 
동기와 사회적 시청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았다. 한편 이용 동기는 시청자의 내적 변인
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청자의 성격 요인, 
적극적 소비(active use) 또는 수동적 소비(passive 
use) 성향 및 기타 심리적 변인에 따라 조절 또는 매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상기 제한점을 
고려함으로써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시청
자-브랜드 효과 연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편집하여 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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