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recent years, the one-person media has increasingly gained popula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one-person media service

and to further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pera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quality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hypotheses were developed and the research model

was built for testing. The sample of 358 users was selecte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From the analysis of

PLS(Partial Lease Square Path Analysis), key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lationships among

the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each other. Second,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intention of continuous use was mediated by satisfaction. Third, the content quality of

one-person media has the higher effectiveness than platform quality to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not onl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atisfaction based on the service quality,

but also to provide multifaceted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of one-person media servic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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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1

인 미디어 제작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서비스가 새로

운 형태의 미디어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

정에서도 TV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

용해 디지털 방송을 소비하면서 미디어 환경에 변

화가 많아졌다.

기존의 지상파나 유료방송(IPTV, 케이블방송, 위

성방송)과 달리, 1인 미디어 서비스는 개인 또는 소

규모 집단이 직접 방송을 생산, 공유한다(김설예 외,

2016). 1인 미디어 서비스는 정보와 의견, 콘텐츠 등

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

고 있으며(DMC MEDIA, 2016) 그 중에서 구글의

YouTube는 UGC(User Generate Content) 산업

을 태동시키고 UGC 시장을 급격히 성장하게 만들

어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인 미

디어 산업의 발달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 사이에 기획, 유통, 마케팅, 수

익 등을 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이 등장하였고 그 사업 규모 역시 국/내외적으로 활

발히 확대되고 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각종

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

고 있다. 특히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의 강자인

아프리카 TV가 몇 년 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일명 ‘갑질 사건1)’ 논란이 발생 된 이후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YouTube로 이적 방송하면서 플

랫폼과 콘텐츠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굴지의 인터넷

기업들이 1인 미디어를 활용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강화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역시 엔터테인

먼트 분야부터 뷰티, 먹방, 여행, 교육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등장하였다.

1) “인기 BJ들 굿바이 아프리카 TV”, 주간동아, http://
weekly.donga.com/3/all/11/774697/1(2016년 11월 9일).

단기간에 발전한 1인 미디어 산업이 지속 성장 가

능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향적 서비

스 마인드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1인 미디어 서비스

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시청자들에 대한 이해이

다. 시청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1인 미디

어 서비스 품질의 평가기준 및 척도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략

적 도구라 할 수 있다(이문규 외, 2001).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학술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

규고객 창출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고객만족과 지속 사용의도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

객만족의 선행요소인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는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

성요소도 산업별로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 적용되

고 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서비스를 오프라인

위주의 서비스 품질 혹은 기존 미디어를 평가하는

품질로만 구성하여 적용된다면 온라인에서 개인이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을 올바로 반

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1인 미디어는 YouTube라는 동영상 공

유 플랫폼의 개발과 함께 발전되었고 이러한 환경

에서 플랫폼 품질과 1인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품질 정보를 포함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도

출하였다. 첫째, 1인 미디어의 발전을 태동시킨

YouTube를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둘째,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의 어떤 요소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미디어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1인 미디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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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측정도구를 검토하고 기존 문헌을 통

해 평가 척도를 살펴 평가기준을 도출한다. 이는 구

체적인 측정지표 구성을 통해 1인 미디어가 사용자

중심의 성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수준 측정,

이행 및 개선을 가능토록 예상한다. 둘째,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영향관계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각 차원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하고 관계를

파악한다. 이는 1인 미디어 서비스 실무자에게 고

객 만족을 통해 지속적 고객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서비스 품질 정의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생존하는 기반이

되고 장기적 경쟁요소이다(Reichheld and Sasser,

1990). 어떻게 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창출하는 서

비스 품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개

선에 대해 관련 분야의 학자 또는 실무자들은 큰

관심거리이다(이문규 외, 2001).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는 Gronroos(1984)와

Parasuraman et al.(1985; 이하 PZB)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비스 품질에 관해 Gronroos

(1984)는 고객이 느끼는 지각 된 서비스를 기대

된 서비스와 비교하면서 평가 된 결과라 했다.

Parasuraman et al.(1985)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

하기 위해 SERVQUAL의 10가지 서비스 품질

결정요인에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모든 요인이 독

립적이지 못하여 그 후 실증 연구를 통해 신뢰성

(reliability), 유형성(tangibility), 확신성(assurance),

반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의 다항목

척도로구성 된 5개차원으로개발했다(Parasuraman

et al., 1988). 또한, 서창적 외(2007)은 비대면 서

비스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쉽게

도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2.2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으나 1인 미

디어를 일종의 인터넷 방송과 소셜미디어가 결합된

형태로 간주한다면 1인 미디어의 서비스 품질에 대

해 부분적 설명이 가능하다. 장활식 외(2000)은 기

존의 브로드캐스팅 방송과는 차별화되어 멀티 캐스

팅의 기능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주도적 방

송이라고 불리고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

해 주는 장점이 있어 쌍방향의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라고 인터넷 방송을 정의 했다. 1인 미디어

역시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서 소비하는 것으로 인터넷 방송의 특징이 있다. 이

문규 외(2001)는 인터넷 방송을 기존 방송과 인터

넷 기술이 결합 된 형태로 전통적 서비스 품질인

SERVQUAL과 PUEU(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QUIS(Questionnaire for User Inter-

faces Satisfaction), IQ(Information Quality), PQISS

(Perceived Quality of an Internet Shopping Site)

등 온라인 상황에서 정보 시스템 품질 평가 기준

을 토대로 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디자인

심미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신뢰성, 의사소통, 시

스템 안정성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와 김재범(2007)은

SERVQUAL의 요인 중 신뢰성과 반응성이 IPTV

(Internet Protocol TV)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인터넷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니고 있

는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성

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고훈석

외, 2011). 1인 미디어 서비스는 다양한 주제에 대

한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채팅창 혹은 댓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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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기능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을 갖고 있다.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 품질 요인은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연구자가 언급했다(Zhou, Li and

Liu, 2010; Delone and Mclean, 2003; Nelson and

Todd, 2005; Wixom and Todd, 2005; 이지원 등,

2011; 고훈석 등, 2011; 박현지, 2012; 김근형, 윤상

훈 2012; 양재훈, 2012).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에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의 사용과 함께 사용자 만

족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만족은 결국 개인 및 조

직의 효과로 단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DeLone

and McLean(1992)은 확인했다. 서우종 외(2010)

는 SNS 웹사이트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과 지

속사용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시스템 품질, 인터페이스 품질, 정보 품질, 감성품질

외 SNS를 6가지 웹사이트 품질의 영역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SNS에 대한 사용자 만족에 시스템 품질

영역, 감성 품질영역, 제작환경 품질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SNS에 대한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박

종철 외(2011)는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정보적

가치, 사회적 가치, 쾌락적 가치를 지각하고 평가하

여 지속사용의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는 인터넷 방송과 SNS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존 연

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품질 척도를

참조하여,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하위

항목으로 플랫폼 품질과 콘텐츠 품질의 구성 요소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2.3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

Parasuraman et al.(1988)은 만족은 서비스 품질

의 지각 결과 이후에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반

적으로 서비스 품질과 만족의 선, 후행 관계는 서비

스 품질이 만족에 선행한다고 했다(김영환, 최수일,

2009). Oliver(1980)는 기대성과 불일치 모델에서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실

제 경험이 기대한 수준과 일치 했느냐의 평가로 정

의한다(Hunt, 1977). 1인 미디어 서비스 역시 사용

자의 실제 경험이 기대 수준과 일치한다면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객 유지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만족을 선행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Cardozo and

Richard(1965)는 만족은 고객이 느끼는 상품구매

에 따른 호감을 높여 재 구매 의도를 촉진하는 것

을 확인했다. Bhattacherjee(2001)는 과거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가 향후에도 이를 계

속 사용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지속 사

용의도로 보고 있다. 이는 1인 미디어 서비스 산

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유재 외

(1996)는 고객만족 재 구매 의도 및 구전 효과 등

의 관계를 연구하여 고객만족이 재 구매 의도와

긍정적 구전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1인 미디어 서

비스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의도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이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의 선행 변수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고, 이러한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을 통

해 규명하고자 한다.

2.4 1인 미디어 서비스와 YouTube

1인 미디어는 인터넷 개인 방송, 1인 방송 등 여

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기관 혹은 연구자 등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산업경제(2017)는 1인 미

디어 특성을 1인 미디어란 1인 크리에이터가 다양

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

했다. 방송통신진흥본부(2014)는 1인 미디어를 직접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생산하며 온라인을 통

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이용자를 ‘유튜버

(YouTuber)’ 또는 ‘1인미디어크리에이터(Creato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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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했다.

2014년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지인 Variety2)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명 중 8명이 YouTube 크리

에이터라 발표했고, 이는 1인 미디어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필되고 큰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인 미디

어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구분 명칭 정의

한국언론
진흥재단
(2016)

1인
방송

아프리카 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PD 겸 진행자가 방송
하는 서비스

방송통신
진흥본부
(2014)

1인
미디어

텍스트 중심의 1인 미디어에서
벗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
태로 제공되는 미디어

DMC
MEDIA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
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
이션 플랫폼

산업경제
(2017)

1인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것을 온라
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
와 공유

안진,
최영
(2016) 인터넷

개인
방송

방송의 주체인 ‘개인’이 방송내용
인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제공
하는 방송

반옥숙,
박주연
(2016)

PC 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통해 손쉽게 방송·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표 1> 1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의

기존 전통적 미디어와는 달리 1인 미디어 서비

스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인 미디어는 동영상 플랫

폼을 통해 비전문가라도 쉽고 빠르게 미디어 콘텐

츠를 제공하고 이용 가능하다. 둘째, 1인 미디어는

다양한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로 방송의 롱테일화

2) “Survey : YouTube Stars More Popular Than Main-
stream Celebs Among U.S. Teens”, Variety, http://
variety.com/2014/digital/news/survey-youtube-sta
rs-more-popular-than-mainstream-celebs-among
-u-s-teens-1201275245/(2014년 8월 5일).

(long-tail)를 이끌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1인 미디어 서

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미디어 콘텐츠

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웹사이트 트래픽 순위 3위, 전 세계 동영

상 플랫폼 사이트 트래픽 순위 1위,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독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구글의 YouTube 동영상 플

랫폼 서비스의 발달로 1인 미디어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최형우, 2016), 롱테일화는 게임,

뷰티, 먹방, 시사, 스포츠 등 전통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기존

매스미디어가 반영하지 못한 사용자의 다양한 니

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는 방송

진행을 실시간으로 동영상화하고 시청자와 동시에

채팅 혹은 댓글 등을 통해 상호 소통한다.

1인 미디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

TV를 대상으로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YouTube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반옥숙과 박주연(2016)은 1인 미디어의 이용 동

기와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영향을 실증 연구를 통

해 즉시 접속성, 상호작용 추구 동기, 새로운 재미

추구 동기가 인지된 용이성과 유의미한 관계로 확

인하였고, 정보 추구 동기, 새로운 재미 추구 동기,

몰입은 인지 된 유용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설예 외(2016)는 1인 미디어 방송 이용

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이 지속이용의사와 지불의

사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정보추구 동기

가 시청량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

관적 규범에 만족도를 높였다고 확인했다. 또한 시

청량은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이용의사와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YouTube와 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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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YouTube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1인 미디

어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토대로 1인 미디

어 서비스 품질 특성을 고려한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의 하위인 플랫폼 품질과 콘텐츠 품질로 구성

했다. 각 품질 요소가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

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1인 미디어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YouTube

플랫폼 품질은 YouTube가 콘텐츠를 전달하는 시

스템 성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DeLone and McLean,

1992).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아무리 높은

품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페

이지 접속이 자주 끊기거나 원활히 데이터를 전달

하지 못하면 웹사이트에 대해 불안정한 인식을 갖

게 되어 경우에 따라 웹사이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대체할 다른 웹사이트를 찾기 위

해 이탈할 것이다(McKinney and Yoon, 2002).

다수의 온라인 기반 시스템 품질 연구들이

SERVQUAL을 활용하였고 1인 미디어의 플랫폼

품질에도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을 세부

항목으로 포함하였으며 1인 미디어의 경우 궁극적

으로 사용자가 반응하는 대상의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로 이를 서비스 제공자의 반응성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SERVQUAL의 반응성은 제외하고 PUEU

척도 중 하나인 사용 용이성은 YouTube 플랫폼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어려움으로부

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크리에이

터가 업로드 하는 방송 소식을 즉시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댓글’, 타인에게 방송 영상을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매체 플랫폼 시

스템과 비교 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1인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성도 품질 구

성 요소로 추가하여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 1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품질은사용자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인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는 YouTube 플랫폼을

통해크리에이터가 제작한영상이 제공하는 정보 그

자체로 볼 수 있으며, DeLone and McLean(1992)

에 따르면 성공적인 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스

템 품질과 더불어 정보 품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1인 미디어의 기본적 목적이 콘

텐츠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 품질이

1인 미디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PZB의 SERVQUAL 요소 5

가지가 콘텐츠 품질로 사용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1인 미디어의 콘텐

츠 품질 요소로 구성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고

훈석 외(2011)는 SNS 서비스 이용과정에 발생하

는 개인적이고 감정적 느낌의 사용자간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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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품질 요인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서비스의 콘텐츠 품질로 크리

에이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역시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콘텐츠 품질 요인으로

포함했다. Jarvenpaa and Todd(1996)는 온라인 서

비스에서 고객만족은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등의 외

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즐거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1

인 미디어 콘텐츠의 흥미성은 품질을 평가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로 추정되어 항목으로 포함했다.

콘텐츠 품질의 이해용이성은 1인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전문적 지식이 없이

도 사용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여 콘텐츠 품질의 요소로 추가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 만족을 위해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예측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 1인 미디어 서비스콘텐츠품질은사용자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liver(1980)는 고객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와 같

은 미래 잠재적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확인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내 연구에서도 고객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와

긍정적 구전을 유발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규

명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사용자가 만족하고, 이는 지속사용의도로

이어질 것이라 추정한다. 또한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요인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용자 만족에 매개변수의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사용자의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요인과 지속사용

의도 사이에 사용자 만족이 정(+)의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1 : 플랫폼 품질과 지속사용의도 사이에 사

용자 만족이 정(+)의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가설 4-2 : 콘텐츠 품질과 지속사용의도 사이에 사

용자 만족이 정(+)의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Bhattacherjee(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족은

1인 미디어 서비스 사용자가 이용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이며, 지속사용의도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 할 의향 정도로 구성했고 모든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

다)를 사용했다.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는 <표 2>

와 같다.

측정변수 측정 항목 참고 문헌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요인

플랫폼
품질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사용용이성,
다양한 기능성

PZB(1988),
Davis(1989)

콘텐츠
품질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반응성, 공감성, 상호
작용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PZB(1988),
오창규(2007),
Mckinney and
Yoon(2002)

사용자
만족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 Bhattacher

(2001)지속
사용의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 할 의향 정도

<표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 품질은 인터넷 방송 및

SNS서비스에서 관련된 선행연구 중 공통적으로

언급 된 SERVQUAL, PUEU(Perceived Useful-

ness and Ease of Use), IQ(Information Quality)

등을 기초로 플랫폼 품질과 콘텐츠 품질을 구성했

으며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RVQUAL은 Parasuraman et al.(1988)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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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1991년에 수정한 된 측정도구로 서비스

와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 등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

를 질문하는 측정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형성

(tangibility),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

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athy) 등

5개차원으로구성되었다. 둘째, 기술수용모델(Tech-

nology Acceptance Model)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까지 데이비스 등 교수에 의해 제안

된 모델로(Davis, 1989), 컴퓨터 기술과 서비스, 소

프트웨어 등을 채택할 때 작용되는 변인을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용

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두 가지의 행

동에 대한 신념 차원으로 나눠 규명했다. 인지된 유

용성이란 새로운 기술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

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 될 것이라는 주관적

인 믿음 정도를 표현하고,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기

술과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많은 정신적, 신체적 노

력이 요구되지 않을 것 같은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

는 인지된 용이성이라고 정의되었다. 셋째, PUEU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는 기술

수용모델에서제시한인지된유용성(perceived use-

fulness)과 인지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개발되었고, 지각된 사용

성은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는가,

지각된사용용이성은사용하는데노력이나어려움으

로부터얼마나자유로운가를나타낸다(Davis, 1989).

넷째, IQ(Information Quality)는 Huang et al.(1999)

이 정보 소비자(information consumer) 입장에서

정보의 내면적 품질(intrinsic quality), 상황적 품질

(contextual quality), 표현적 품질(representational

quality) 및 접근적 품질(accessibility quality) 등

의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한 정보품질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플랫폼 품질은 플랫폼의 구성 및 디

자인에 대한 유형성,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

으로 운영되는 신뢰성, 사용 시 안전한 것에 대한

확신성,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공감성, 전통미디어 보다 사용이 쉽고 편리한 정도

에 대한 사용 용이성, 전통 미디어보다 많은 기능

을 가진 다양한 기능성으로 개념화했다. 임미희 등

(2003)의 웹사이트 유형별 성공요인분석에서 플랫

폼 품질은 시스템 품질로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음을 밝히고 웹사이트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

보 시스템 자체의 품질로 정의했다.

콘텐츠 품질은 본 연구에서 1인 미디어 서비스

의 결과물인 제공 콘텐츠에 관한 품질로 정의하며,

사용자가 인지하는 1인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콘텐

츠에 담긴 크리에이터와 정보가 간결한가에 대한

유형성, 믿을만한 크리에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

성, 크리에이터의 정중한 태도와 정보에 대한 확신

성, 최신의 정보로 크리에이터가 신속하게 콘텐츠

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즉시 처리하는가에

대한 반응성,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잘 반영한

공감성, 크리에이터와 사용자간의 교류 정도에 대

한 상호작용성, 사용자가 느끼는 재미에 대한 흥미

성,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사용 가능한 이해용이성

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표 3>과 같이 정리했다.

측정 항목 조작적 정의

플랫폼
품질

유형성 사용자가지각하는플랫폼의유형적수준

신뢰성 사용자가이용과정상에서느끼는플랫폼
운영의 안정성 정도

확신성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믿음을 주는 정도

공감성 사용자중심으로플랫폼이운영되고있는
정도

사용
용이성

기존대중매체플랫폼보다사용하기쉽고
편리한 정도

다양한
기능성

기존 대중 매체 플랫폼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정도

콘텐츠
품질

유형성 사용자가인식하는콘텐츠의유형적수준
신뢰성 사용자가 콘텐츠를 믿는 정도
확신성 사용자가콘텐츠에대한확신을갖는정도

반응성 사용자가 콘텐츠를 최신의 것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정도

공감성 콘텐츠를 사용자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정도

상호
작용성

콘텐츠를 통해 크리에이터 및 타인과
교류하는 정도

흥미성 사용자에게 유희성을 제공하는 정도
이해
용이성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사용자 만족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 정도

<표 3>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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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위

해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개념 과

세부항목을 수집하고 설문지를 구성했다. 또한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

고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품질 항

목을 YouTube를 활용한 1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

청자에게 설문을 수집은 진행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1인 미디어 사용자 10명을 대상으

로사전조사를진행하고서비스품질항목을결정했

다. 사전조사에서는 콘텐츠품질에서순수 콘텐츠에

관련 된 내용과 크리에이터에 관련한 내용이 혼재

되어 설문 참여자로부터 품질 주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주어로 설정하

고 크리에이터는 부차적인 것으로 변경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1인 미디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

용자를 대상으로 총 406명이참여했다. 이 중불완전

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48명을 제외한 358명의 응

답 결과를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중 PLS(Partial Least Square Path

Analysis) 경로모형을 사용했다. PLS 경로모형은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표본의 크기와 변수 및 잔차의 정규

분포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고(Fornell and Cha,

1994), 이론을 검정하기 보다는 인과관계를 확인, 활

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이다.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타당성, 신뢰성,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고, 구조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 및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22.0과 SmartPLS 2.0을 이용했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 된 358명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56.1%,

여성이 43.9%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가 8.9%,

20대가 45.8%, 30대가 24.6%, 40대가 17%, 50대

이상이 3.6%로 나타났다. 사용 장소로는 가정이

87.4%, 대중교통이 7.5%, 사무실이 2.2%, 학교 및

도서관이 2.8%로 나타났다. 사용기기는 노트북이

4.7%, 데스크탑 PC가 12.8%, 태블릿 PC가 8.1%,

핸드폰이 74.3%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성별 빈도 % 연령대 빈도 %

남 201 56.1
10대 32 8.9
20대 164 45.8

여 157 43.9
30대 88 24.6
40대 61 17

합계 358 100
50대 이상 13 3.6
합계 358 100

사용시간 빈도 % 사용시간 빈도 %
1년 미만 41 11.5 30분 미만 34 9.5
1년 이상～
2년 미만

93 26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15 32.1

2년 이상～
3년 미만

99 27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07 29.9

3년 이상～
4년 미만 57 15.9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3 14.8

4년 이상 68 19 3시간 이상 49 13.7
합계 358 100 합계 358 100

사용장소 빈도 % 사용기기 빈도 %
가정 313 87.4 노트북 17 4.7
대중교통 27 7.5 데스크탑 PC 46 12.8
사무실 8 2.2 태블릿 PC 29 8.1

학교 및 도서관 10 2.8 핸드폰 266 74.3
합계 358 100 합계 358 100

장르 빈도 % 구독채널 빈도 %
게임/

엔터테인먼트 36 10.1 1～2개 사이 20 5.6

교육/학습 24 6.7 3～4개 사이 46 12.8
먹방/요리 43 12 5～6개 사이 33 9.2
여행/라이프
스타일 223 62.3 7개 이상 162 45.3

메이크업/
뷰티/패션

25 7 구독 채널 없음 97 27.1

뉴스 7 2
합계 356 100

합계 358 100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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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
성분

1 2 3 4 5 6
플랫폼 유형성1 .218 .095 .779 .150 .043 .174
플랫폼 유형성2 .125 .158 .827 .160 .038 .114
플랫폼 유형성3 .035 .291 .718 .184 .109 .093
플랫폼 신뢰성1 .169 .208 .236 .124 .077 .788
플랫폼 신뢰성2 .239 -.004 .110 .135 .014 .847
플랫폼 확신성1 .855 .128 .135 .209 .110 .104
플랫폼 확신성2 .859 .085 .151 .158 .077 .177
플랫폼 확신성3 .743 .232 .108 .188 .188 .245
플랫폼 공감성1 .323 .192 .257 .687 .043 .088
플랫폼 공감성2 .221 .171 .149 .829 .089 .126
플랫폼 공감성3 .085 .218 .156 .789 .099 .113
플랫폼 사용용이성1 .097 .796 .118 .216 .152 .024
플랫폼 사용용이성2 .207 .830 .220 .162 .125 .041
플랫폼 사용용이성3 .131 .716 .257 .209 .198 .220
플랫폼 다양한 기능성1 .078 .167 .041 .094 .871 .106
플랫폼 다양한 기능성2 .189 .175 .101 .079 .842 -.025

합계 2.442 2.245 2.179 2.132 1.640 1.590
분산 15.266 14.032 13.619 13.327 10.248 9.940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플랫폼 품질

4.2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PLS 경로모형을 적용하기 앞서

연구모형의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 5>, <표 6>, <표 7>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차원변수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플랫폼 품질과 콘텐츠 품질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분석의적합성을검토하기위해 Bartlett의

Kaiser-Meyer-Olkin 등을 검토하고 공통분(com-

munality) 크기와 요인별 적재값 및 교차 적재값을

확인하여 측정 문항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경우 Nunally(1978)가 제시한 Cron-

bach’s alpha 값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7 이상이어야설문의신뢰성이보장된다.

각 차원별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은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 그리고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결과

CR 값은 모두 0.7 이상(Nunnally and Bernstein,

1994), AVE값은모두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으로 나타나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판

별타당성과 관련하여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의 제

곱근이 해당요인과 다른 요인 간 상관계수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Fornell and Lacker,

1981)고 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모든 AVE 제곱근

값이크다는것을 <표 8>과같이확인하였다. 따라서

측정변수들의판별타당성은확보된것으로판단된다.

측정문항 성분 1 성분 2

만족1 .891 .256

만족2 .874 .304

만족3 .725 .498

지속사용1 .448 .713

지속사용2 .234 .829

지속사용3 .276 .785

합계 2.414 2.217

분산 40.236 36.952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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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성분

1 2 3 4 5 6 7 8

콘텐츠 유형성1 .152 .171 .111 .142 .847 .193 .152 .139

콘텐츠 유형성2 .302 .184 .122 .130 .808 .092 .127 .152

콘텐츠 신뢰성1 .865 .045 .098 .114 .241 .065 .099 .110

콘텐츠 신뢰성2 .853 .144 .086 .235 .117 .138 .185 .067

콘텐츠 신뢰성3 .739 .147 .017 .419 .126 .115 .099 .224

콘텐츠 확신성1 .260 .206 .091 .826 .112 .027 .171 .213

콘텐츠 확신성2 .374 .113 .136 .785 .177 .092 .143 .099

콘텐츠 반응성1 .258 .152 .110 .212 .160 .170 .815 .127

콘텐츠 반응성2 .113 .210 .262 .119 .158 .161 .739 .316

콘텐츠 공감성1 .112 .293 .222 .215 .151 .100 .244 .689

콘텐츠 공감성2 .215 .129 .219 .140 .166 .072 .161 .809

콘텐츠 상호작용1 .112 .178 .878 .047 .089 .085 .119 .228

콘텐츠 상호작용2 .056 .226 .853 .146 .128 .148 .164 .133

콘텐츠 흥미1 .116 .777 .242 .144 .198 .174 .153 .172

콘텐츠 흥미2 .164 .809 .120 .153 .147 .214 .069 .153

콘텐츠 흥미3 .041 .822 .143 .071 .075 .246 .145 .091

콘텐츠 이해1 .225 .312 .145 .084 .185 .768 .186 -.006

콘텐츠 이해2 .065 .302 .111 .040 .115 .849 .117 .153

합계 2.593 2.538 1.875 1.786 1.742 1.637 1.577 1.564

분산 14.407 14.100 10.417 9.925 9.678 9.092 8.762 8.691

<표 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콘텐츠 품질

　구분 Cronbach's a CR AVE

플랫폼 유형성 0.785 0.875 0.700

플랫폼 신뢰성 0.714 0.873 0.776

플랫폼 확신성 0.873 0.922 0.798

플랫폼 공감성 0.813 0.889 0.728

플랫폼 사용용이성 0.832 0.899 0.748

플랫폼 다양한 기능성 0.746 0.887 0.797

콘텐츠 유형성 0.843 0.927 0.864

콘텐츠 신뢰성 0.897 0.936 0.829

콘텐츠 확신성 0.852 0.931 0.871

콘텐츠 반응성 0.808 0.912 0.839

콘텐츠 공감성 0.750 0.889 0.800

콘텐츠 상호작용성 0.873 0.940 0.887

콘텐츠 흥미성 0.875 0.923 0.800

콘텐츠 이해용이성 0.812 0.914 0.842

만족 0.889 0.931 0.818

지속사용의도 0.794 0.879 0.708

<표 8-1> 신뢰성 및 개념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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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플랫폼 콘텐츠

만족
지속
사용
의도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사용

용이성
다양한
기능성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반응성 공감성

상호
작용성 흥미성

이해
용이성

플랫폼

유형성 (0.894)

신뢰성 0.421 (0.881) 　 　 　 　 　 　 　 　 　 　 　 　 　 　

확신성 0.395 0.314 (0.894) 　 　 　 　 　 　 　 　 　 　 　 　 　

공감성 0.491 0.387 0.519 (0.854) 　 　 　 　 　 　 　 　 　 　 　 　

사용
용이성 0.510 0.343 0.431 0.531 (0.865) 　 　 　 　 　 　 　 　 　 　 　

다양한
기능성 0.235 0.186 0.342 0.279 0.421 (0.893) 　 　 　 　 　 　 　 　 　 　

콘텐츠

유형성 0.512 0.270 0.358 0.452 0.515 0.398 (0.930) 　 　 　 　 　 　 　 　 　

신뢰성 0.429 0.324 0.426 0.444 0.405 0.248 0.514 (0.911) 　 　 　 　 　 　 　 　

확신성 0.457 0.314 0.427 0.422 0.388 0.196 0.453 0.660 (0.934) 　 　 　 　 　 　 　

반응성 0.343 0.174 0.355 0.389 0.424 0.363 0.486 0.479 0.506 (0.917) 　 　 　 　 　 　

공감성 0.279 0.207 0.380 0.454 0.400 0.322 0.486 0.463 0.516 0.606 (0.895) 　 　 　 　 　

상호
작용성 0.267 0.095 0.297 0.350 0.357 0.259 0.370 0.288 0.347 0.484 0.540 (0.942) 　 　 　 　

흥미성 0.335 0.156 0.312 0.420 0.451 0.367 0.466 0.372 0.429 0.492 0.522 0.490 (0.895) 　 　 　

이해
용이성 0.326 0.119 0.224 0.351 0.390 0.333 0.448 0.382 0.312 0.486 0.376 0.389 0.621 (0.918) 　 　

만족 0.431 0.337 0.384 0.466 0.508 0.401 0.541 0.466 0.477 0.528 0.543 0.435 0.755 0.617 (0.905) 　

지속사
용의도 0.331 0.226 0.305 0.366 0.421 0.441 0.393 0.278 0.342 0.474 0.451 0.473 0.633 0.471 0.706 (0.842)

<표 8-2> 신뢰성 및 개념타당성

Note : 괄호값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4.3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가설 검정을 위한 경로의 유의성 검정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PLS 구조모형의 경로계

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랩(bootstrap)기

법을 활용하여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부트스트랩

(bootstrap)기법은 복원추출을 통해 표본자료로부

터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는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

로 PLS 경로모형에서경로계수의유의성을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Tenenhaus et al., 2005).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로계수를추정하기위한방법

으로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

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boot-

strap)기법을 활용하였다(Tenehaus et al., 2005).

PLS 경로모형의 각 내생변수별 경로모형에 대한

평가로 연구모형에 대한 평균적인 적합성 평가는

해당 내생변수의 R2값으로 평가한다. Cohen(1988)

에 의하면 R2값의 효과 정도는 0.26 이상일 경우

상, 0.13～0.26일 경우에는 중, 0.02～0.13인 경우에

는 하로 구분하고 있다.

적합도검정을위해 Redundancy 값, R2값, Good-

ness of Fit 값을 확인해 보았다. Redundancy값은

구조방정식모형의통계추정량으로양수값을가질때

모형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Tenenhaus

et al., 2005). 마지막으로 Goodness of Fit값의 경우

R2의 평균값과 Communality 평균값의 곱의 제곱근

으로 최소 0.1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Tenenhaus

et al., 2005). 분석 결과,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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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측정문항
Factor
Loading

Standard
Error t-statistics Community

플랫폼
시스템
품질

유형성

매력적 디자인 0.839 0.016 24.460

0.700화면 구성의 적절한 배치 0.862 0.017 23.725

화면 내용 확인 용이 0.809 0.017 23.659

신뢰성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0.909 0.031 20.642

0.776
오류 없이 작동 0.851 0.025 20.046

확신성

개인 정보 보호 안전성 0.906 0.011 33.280

0.798외부 해커 침입으로부터 안전성 0.893 0.010 37.257

사용의 안정성 0.880 0.013 31.313

공감성

사용자 관점에서 운영 0.851 0.015 27.407

0.728사용자의 욕구 이해 0.892 0.010 38.259

사용자 관심에 맞는 추천 서비스제공 0.815 0.015 24.808

사용
용이성

쉬운 정보 검색 0.825 0.012 28.701

0.748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 가능 0.900 0.012 34.341

사용의 편리성 0.869 0.013 30.871

다양한
기능성

대중매체보다 넓은 선택의 폭 0.887 0.026 21.183
0.797

대중매체보다 다양한 기능 보유 0.898 0.025 22.973

콘텐츠
품질

유형성
깔끔한 촬영 화면 0.928 0.011 49.617

0.864
세련된 편집 화면 0.931 0.012 44.334

신뢰성

정보의 정확성 0.887 0.011 31.727

0.829믿을만한 정보 0.937 0.009 40.064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 0.908 0.012 32.125

확신성
크리에이터의 호의적인 태도 0.933 0.013 41.492

0.871
크리에이터의 정중한 태도 0.933 0.013 41.130

반응성
정보의 최신성 0.913 0.016 32.736

0.839
신속한 정보 제공 0.919 0.013 43.183

공감성 고객맞춤형 콘텐츠 제공 0.885 0.014 39.025 0.800

상호
작용성

크리에이터와 사용자간의 교류가능 0.938 0.011 46.607
0.887

개인 의견 표현 및 교환 가능성 0.946 0.012 47.224

흥미성

사용자가 느끼는 흥미성 0.912 0.010 39.359

0.800사용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 0.900 0.009 41.525

사용자가 사용을 즐기는 정도 0.870 0.009 36.102

이해
용이성

콘테츠가 이해하기 쉬운 정도 0.926 0.018 32.218
0.842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사용 가능 0.909 0.014 36.651

사용자
만족

전반적인 평가 0.911 0.007 51.924

0.818기대 수준에 따른 만족도 평가 0.914 0.009 43.984

서비스 사용 경험에 대한 평가 0.888 0.008 48.303

지속
사용의도

미래에도 사용할 의향 0.870 0.021 21.283

0.708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0.831 0.017 22.202

서비스 이용 확대 의향 0.822 0.016 22.615

<표 9> 요인별 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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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Path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 값 가설검정

가설1) 플랫폼 품질 → 만족 0.140 0.048 2.938** 채택

가설2) 콘텐츠 품질 → 만족 0.673 0.043 15.528*** 채택

가설3) 만족 → 지속사용의도 0.555 0.059 9.456*** 채택

<표 11> 경로계수

Note : **p < 0.01, ***p < 0.001.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VAF 비고

경로(계수) 경로(계수)

플랫폼 → 만족
(0.14)

만족 → 지속사용의도
(0.554) 0.077 0.632 0.123

매개효과
있음콘텐츠 → 만족

(0.672)
만족 → 지속사용의도

(0.554)
0.373 0.928 0.402

<표 12> 매개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요인 Redundancy R Square

플랫폼 품질 0.14 0.999

콘텐츠 품질 0.09 0.999

만족 0.475 0.6

지속사용의도 0.335 0.513

Goodness of Fit 0.678

<표 10> 구조모형의 적합도 결과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플랫폼 품질과 지속사

용의도 간의 사용자 만족, 그리고 콘텐츠 품질과 지

속사용의도 간 사용자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검정방법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

용하였다. 이는 PLS에서 계산되는 경로계수는 독

립적이지 않고, PLS는 Sobel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표준화계수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배병렬,

2015). Cohen(1988)은 계산된 매개효과의 크기가

작을 경우 0에서 0.15 미만, 중간일 경우 0.15 이상

0.35 미만, 클 경우 0.35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고 제

시하였다. <표 12>에서와 같이 플랫폼 품질과 지

속사용의도 간 사용자 만족에 대한 매개효과의 크

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 품질과 지

속사용의도 간 사용자 만족에 대한 매개효과의 크

기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1인 미디어 산업의 급성장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가 개발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서비스 이용자

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서비스 사용자 관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유리한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품질을 무엇으로

확보하고 이를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과 지속사용의

도로 연결할 것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탐색하였고,

나아가 이 변수들 간의 매개관계를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가설 1의 검증에서는 서비스 품질 중 플랫

폼 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미디어 서비스 이

용자가 YouTube 플랫폼 시스템이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인식할수록 서비스 만족 의향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형성, 신뢰

성, 확신성, 공감성, 사용용이성, 다양한 기능성으로

구성 된 플랫폼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상

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가설 2의 검증에서 콘텐츠 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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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높은 수준의 서

비스 품질을 제공할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품질은 유형성, 신뢰

성,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 상호작용성, 흥미성,

이해용이성으로 구성되었을 때 사용자 만족과 긍

정적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의 검증에서는 1인 미디어 서비스

대한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

는 다른 연구대상들이지만 지금까지 진행 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가설 4의 검증에서는 플랫폼 품질과 콘텐

츠 품질은 만족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만족을

매개하여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의 확

립은 사용자 만족도 향상으로 고객 유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종합하면,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고 지속사용의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콘텐츠 부분에 있어 최소한의 서비스 품

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 요소의 척도를 개

발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인 미

디어 산업은 이제 한참 붐업이 일어나는 산업의

한 분야로 서비스 품질을 구성, 측정한 연구는 아

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1인 미디어

서비스 실무자가 서비스 품질 수준이 형편없어도

체계적 척도 개발이 안되어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

질 수준을 측정 가능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의 구체적 연구를 가능케 하며

변수 간의 영향력 검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가

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단일 항

목이 아닌 대표 1인 미디어 플랫폼인 YouTube를

중심으로 플랫폼 품질 및 콘텐츠 품질을 측정하여

품질의 하위 항목들 간 수준 차이가 어떠한 결과

를 가져오는지 측정할 수 있다는 학문적 시사점을

갖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1인 미디어 서비스 기

업이 자사의 품질 수준을 측정함으로 미흡한 부분

에 개선이 가능해 졌다. 서비스 특성상 무형의 가

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1인 미디어 서비

스 품질의 측정과 개선이 어려운 분야임을 감안하

여 새롭게 측정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성 향

상 및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서

비스품질에 대한 디테일한 품질 수준을 측정 가능

케 되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의 최

적화된 품질 수준을 도출할 수 있어 전반적인 1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품질과 콘텐츠 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이용의

도에 선행변수임을 밝혀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1인 미디어 서비스 품질의 전략적인 가치를 확인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어떤 요소가 1인 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을 이끌어내는지 알 수 없어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 만족 및 지속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의

필요성을 검증하여 1인 미디어 기업이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서비스 품질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

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1인

미디어 서비스업은 오프라인 서비스와 달리 온라

인에서 기획, 생산되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

용자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지를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를 크게 좌우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으로 콘텐츠 품질이 플랫폼 품질보다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즉,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콘텐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1인 미디어 서비스에서 경

쟁 우위를 지닐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형성과 한참 붐업이 일어

나고 있는 현 시점부터 1인 미디어 서비스 콘텐

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크리에이터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야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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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정책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탄탄한 인

프라 조성과 지속가능한 콘텐츠 품질 관리가 요구

된다. 더 나아가 불건전한 콘텐츠의 규제가 필요

한데 단기적으로 많은 시청자를 유도하기 위해 폭

력적이고 자극적 내용을 사용자에게 무방비로 노

출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제

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플랫폼 품질

과 콘텐츠 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개별적

항목에 대한 영향 관계를 측정하지는 못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

질에 다양한 변수 간 관계에 대해 분석의 필요성

이 요구 된다.

둘째,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의 만족과 지속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업의 성과가 측정되지 못했다. 1인 미디어 기업

의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은 서비스 품질 확립과 활성화에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

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받는 성과변수

를 포함하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기존에 다른 온라인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바탕으로 개발한 주관적인 척도이며 사전조사를 통

해 얻은 결과는 일부 사용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하

였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품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품질 수준이 다르

게 측정될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품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YouTube의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일한 모집단 표본으로 연구 결

과가 YouTube라는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1인 미디어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및 고찰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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