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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방송 트렌드는 2가지이다. 첫째는 먹는 방송 일

명 ‘먹방’ 둘째는 소통하는 방송 일명 ‘소통방송’이다. 이 

두 가지 트렌드 방송의 공통점은 모두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 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방송은 과거 기존 방송 미

디어의 재활용에서 벗어나 기존 방송 미디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1인 미디어’라는 새로

운 미디어 콘텐츠의 출연을 야기 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1인 미디어의 발달 배경, 현황연구, 기존 미디어

에 영향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1인 미디어’가 어떻게 성

장하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1인 미디어의 발달 배경

  1인 미디어의 발달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동통신서비

스의 발달로 변화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방송

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든 사

람들의 손에 이른바 ‘세컨드 스크린’이 생기면서 ‘1인 미

디어’가 대중화 되었다[1]. 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스마

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함께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TV는 이제 혼자

서 보는 개인 미디어가 되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확대와 발달은 1인 미디어의 발달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

다.

구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A)
스마트폰
가입자(B)

비중
(B/A)

2009년 4,630 80 1.7

2010년 5,077 721 14.2

2011년 5,251 2,258 43.0

2012년 5,362 3,273 61.0

2013년 5,468 3,752 68.6

2014년 5,721 4,056 70.9

표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통계

(단위 : 만명, %)

2. 1인 미디어플랫폼 현황

  1인 미디어를 송출하는 플랫폼은 매우 다양하다. 그 

대표적 플랫폼을 이야기하면 아프리카TV, 다음TV팟, 

Youtube,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다. 이 플랫폼들

의 모바일 월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 같이 아프리카TV의 모바일 영상서비스 월 

이용시간이 704분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아프리카TV는 1인 미디어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 그림 1. 모바일 영상서비스 월 이용시간[2](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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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년 전만해도 유투브, 아프리카TV는 단순히 기존 미디어의 재활용에 머물렀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동통신의 발달로 인하

여 방송관람시간, 방송 플랫폼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콘텐츠인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등장했다. 본 연구는 최근 트렌

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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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다. 1인 미디어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 

아프리카TV는 2006년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마다 이용자 규모가 대폭 성장 하였다. 

▶▶ 그림 2. 아프리카TV 월 방문자수[2] (단위 : 만명)

  아프리카TV는 2016년도에는 1000만명을 넘어 설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서비스를 대표하는 유투

브의 아성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존 미디어에 미친 영향

  1인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 콘텐츠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이다. 먹는 방송 ‘먹방’과 소통하는 방송 ‘소통방송’이

다. 

  첫 번째 먹방은 CNN에 소개가 될 정도로 독특한 방송 

트렌드가 되었다.

▶▶ 그림 3. CNN 보도 

  인터넷 1인 미디어로 시작된 먹방방송은 한국의 독특

한 미디어 콘텐츠로 진화되었다. 

  두 번째 소통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인 MBC에서 방영중

인 마이리틀텔리비젼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이리틀텔리비젼은 그 동안의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

이었던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이 더 이상 소수의 마니

아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대중

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4. 마이리틀텔레비젼 방송화면

  마이리틀텔리비젼은 토요일 오후 11시 15분에 편성되

어 있지만 꾸준히 5%이상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온라인 

미디어, 기존 미디어 플랫폼의 통합을 보여준 대표적 프

로그램의 모습을 보여준다.

5. 1인 미디어의 시사점

  1인 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의 한계를 넘어서 

기존 방송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앞으로 1인 미디

어 플렛폼은 소수 마니아 콘텐츠 대중화에서 벗어나 지

상파 TV 방송 트렌드를 이끌고 새로운 대중 미디어 콘텐

츠를 만들어 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Ⅲ. 결론

  1인 미디어는 한 순간의 트렌드가 아닌 앞으로 발전하

는 방송환경의 흐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서 기존 방송은 1인 미디어와 같이 발맞춰 가는 준비를 

해야 하며 앞으로의 방송은 플랫폼의 구분이 없는 진정

한 콘텐츠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큰 흐름 속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

으로의 변화에 맞춰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로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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