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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의 틱톡(Tiktok)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nese Adolescents’ Motivation to Use Tiktok o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샤오진화*, 이상기**

JinHua Shao*, SangKhee Lee**

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틱톡(Tiktok)의 이용동기를 밝히고 그것이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 동기와 지속사용의도의 관계를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

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청소년 315명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다중 회귀분석 및 매개변수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용 동기로는 정보/오락추구, 소통, 자기표현

이 도출되었다. 이들 이용 동기 중 정보/오락추구, 소통이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용만족도는 지속사용의도에 매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소셜미디어

의 이용 동기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졌던 자기표현 요인은 틱톡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틱톡(짧은 동영상) 관련연구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요어 : 틱톡, 짧은 동영상, 이용동기, 이용만족도, 지속사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motivation to use Tiktok for Chinese teenager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dolescents’use motivation on us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motivation and sustained use intention as a mediating effect of use 
satisfa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315 adolescents were selected for analysis. For the data,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effect analysis of parameter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5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information/entertainment pursuit,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were 
derived as motivation for use. Among these motivations, information/enterprise pursuit and communication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se satisfaction and continued use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use satisfac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But it is found that the 
self-expression factor handled as reuse intention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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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웹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짧은 동영상 중심

의 SNS 성장세다.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나’라는 정

체성이 생기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그 서로 다른

‘나’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1]. 그런 점에서

SNS는 사람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도 정의한다[2]. 틱톡은 그런

SNS 중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이다. 틱톡(Tiktok)을 필두로 짧은 동영상 앱이

중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짧은 동영상

은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송되며 자투리 시간

에 보는 콘텐츠를 말하는데 시간은 몇 초에서 몇 분까

지 다양하다. 콘텐츠 주제는 기능 공유, 유머, 패션 트

렌드, 사회적 이슈, 거리 인터뷰, 공익 교육, 광고 아이

디어, 맞춤 비즈니스 등 다양하다. 자신의 관심거리에

따라 각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

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독립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

고, 시리즈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앱을 통해 이

용자들은 자신의 삶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노래와 동영상을 편집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기도 한

다.

중국에서는 2017년(특히, 2018년 춘절기간)부터

짧은 동영상 이용이 광범하게 대중 속에 퍼져, 사용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QuestMobile> 데이터

에 따르면 2017년 3분기에 짧은 동영상 사용자의 총 사

용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311.3% 증가했다. 또한 2018

년 6월까지 짧은 동영상 앱의 가입자 수는 총 5억 9,400

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74.1%를 차지했다[3]. 이에

따라, 수많은 플랫폼들이 짧은 동영상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틱톡, 콰이서우(快手), 미아오파이(秒拍), 시아카

시우(小咖秀), 미파이(美拍), 서과시빈(西瓜视频) 등 일

련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들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태다.

수많은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틱톡으로, 2019년 7월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가

입자가 10억 명을 넘어섰다. 틱톡은 명실공히 인터넷

동영상 업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

다. 각 방송국은 물론 정부 부처도 틱톡을 활용하고 있

고, 전 중국인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틱톡을 비롯한 짧은 동영상 앱이 활발한 이유는 현

대사회의 생활 리듬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바쁜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가활동이나

오락에 부담을 갖고 있다. 반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등의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짧은 동영

상 역시 콘텐츠가 풍부하고, 인터랙션이 좋은 장점이 있

다. 즉, 짧은 동영상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댓글 반응 등을 통해 사교활동의 범위도 넓히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틱톡에 대한 연구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Yu

Xiaojuan[4]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콘텐츠'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짧은 동영상 앱의 확산 특성을

분석했다. Guo Yan[5]은 수용자가 짧은 동영상 앱을 사

용하는 동기가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연

계된 활동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가

가입자 현황 및 인기 콘텐츠의 배경 등을 서술하는 사

례 기술적 연구가 더 많은 편이다.

한편, 기존의 통계적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틱톡의 주 이용자들(51%)이

24세 이하의 대학생과 청소년(2019년 틱톡 이용자 연령

분포 데이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는 것은 틱톡 이용자의 특성을 보다 넓게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의 소비행태를 예측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틱톡 사용행태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중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중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 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

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틱톡 이용만

족도는 이용 동기와 지속사용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

를 발휘하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이용동기

이용동기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 또는 목표

추구를 준비하는 단계" 또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 심적 기제[6]"를 일컫는다. 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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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이용자가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상태다. 수용자들이 자

신의 욕구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더 광범위하게 유통시키려면, 수용자들의 이

용동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7].

Cho Seok-hyun[8]은 방송 클립 동영상의 이용 동

기를 대인관계, 이용 유연성, 선택적 이용, 전체 방송

대비 이점, 경제적 이점, 회상, 정보추구, 오락 총 8가지

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또한 Peng Ning[9]은 먀오파이(秒拍)를 중심으로 짧

은 동영상 플랫폼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한 분석연

구를 진행했고, 먀오파이 동영상 앱이 사용자의 정보추

구, 자기표현, 소통, 오락추구 등의 요인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의 연구에서는 틱톡의 자기표현

행위에 관한 대학생 집단의 외부 동기에 대해 고찰하면

서 "틱톡을 제품 마케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면,

사용자의 자기표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

의 틱톡에 대한 이용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짧은 동영상 관련 콘텐츠나 플

랫폼을 대상으로 이용동기를 고찰했기 때문에 틱톡 이

용동기를 도출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이용 동기를 토대로 오락

추구, 자기표현, 소통, 정보추구 및 시간 보내기 총 5가

지를 추출하였다.

2.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Park Young-geun과 그의 동료들[11]은 만족도를 "

개인 특성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욕구 및 기대

충족의 주관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Oliver

[12]는 사용자 만족을 "기대에 대한 일치를 경험하거나

소비 경험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심리적인 감정 상태"

라고 했다. 이용자 만족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이용과 충족(uses & gratification)

이론' 관점에서 미디어 사용 행태를 설명한 많은 연구

들이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도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이용과 충

족 이론을 일종의 규범이론으로 삼고 있다. 사용자의

행위와 사용동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Li Shanshan[13]

은 이용과 만족 이론에 기초한 커뮤니티 네티즌 행동

연구를 통해 바이두티에바(百度贴吧)가 사용자의 교제,

정보 획득, 그리고 오락과 시간을 보내는 욕구를 충족

시켰다고 밝혔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사용자일수록 '

개인 통합' 수요가 더 강하고, 나이가 많은 사용자일수

록 '감정적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한다"고 했다[14].

Kim Han-na[15]는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UCC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 자기 효능감, 유희성이 인지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의도가 UCC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을 밝혔다. Kim Eun-mi[16]도 기술수용모델을 채

택하여 UCC의 선택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필요성, 혁신성, 기능의 다양성, 대체성 등을 도출

했으며, 이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

로 UCC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았다.

Liu Yangbo[17]는 중국 신랑웨이보 앱의 사용자

특성(자기효능감, 친숙성, 혁신성), 애플리케이션 특성

(오락성, 정보성, 편재성) 및 지각된 유용성, 지각적 특

성 요인이 사용자 만족도, 지속적 사용의도 및 추천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대

일치도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

용자 만족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며, 사용자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18].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이용 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 이용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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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N
percent

(％)

gender
men 96 30.5

women 219 69.5

grade

Grade

school
105 33.3

Middle

school
105 33.3

High

school
105 33.3

Use

freque

ncy

1-2 days

a week
135 42.9

3-4 days

a week
61 19.4

5-6 days

a week
38 12.1

every day 81 25.7

Total 315 1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그림 1. 경로 모형

Figure 1. PATH Model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표집

틱톡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이용 동기가 이용만족도

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

국 하남성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층화/할당 표집(stratification/quota sampling)

을 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분포는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동일하도록 의도했다. 또한 2018년

<Chinese Internet data information network>에 따르

면 틱톡 사용자의 성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

로 많아, 남녀의 비율에도 차이를 뒀다(그림2 참조). 설

문조사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그 결

과 324부를 회수하였지만 그중에서 불성실하게 답한 9

부를 제외하고 31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그림 2. 틱톡 사용자 성비

Figure 2. Sex ratio of Tiktok user

2) 연구의 도구

    본 연구는 [19]~[25]의 연구에서 설문 문항을 추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일부수정을 거쳐 설문지

를 재구성했다. 본 설문지는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총 32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7점 리커트 척도(1=매우 아니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5.0를 사용하

여 분석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했다. 이용

동기, 이용만족도,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6명

(30.5％), 여성이 219명(69.5％)이다. 틱톡 이용자들의 이

용횟수는 일주일에 1-2일 사용정도가 135명(42.9％), 일

주일에 3-4일 사용정도가 61명(19.4％), 일주일에 5-6일

사용정도가 38명(12.1％), 매일 사용 정도가 81명(25.

7％)으로 조사 되었다. 보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2. 연구문제 검증

1)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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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

ent

informa
tion/
recreati
on

commu
nicatio
n

self-
expres
sion

Use

satisfa

ction

Contin

uous

Intenti

on

informa
tion/
recreati
on

.795

.737

.734

.733

.729

표 2. 이용동기,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요인분

석 결과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for use motivation, us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724

.670

commu
nicatio
n

.861

.809

.780

.630

.604

.569

self-
express
ion

.954

.800

KMO=0.873, Bartletts test x²=2721.51(df=105,

sig.=0.000)

Use

satisfac

tion

.875

.857

.843

.836

.799

.775

.655

KMO=0,886 Bartletts test x²=1462.864(df=21,

sig.=0.000)

Continu

ance

Intentio

n

.871

.772

.768

KMO=0,632 Bartletts test x²=211.497 (df=3, sig.=0.000)
(eigen-
value) 4.128 3.672 1.998 4.580 1.944

varianc
e(％) 27.517 24.478 13.317 65.422 64.808

cumula
tive(％) 27.517 51.995 65.312 65.422 64.808

Cronba
chs α .881 .875 .830 .886 .632

    틱톡의 이용동기,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의 하

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은 배리맥스(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용동기의 KMO(Kaiser-Meyer-Olkin)

값이 .873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총분산 설명력은 65.31％로 요인의 설명력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틱톡의 이용 동기는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이를 <정보/오락추구>, <소

통>, <자기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들이 내적 일관

성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지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
다. 각 요인들의 크론바흐 알파 지수는 .8 이상으로 나타

나 매우 신뢰할 수준이었다.

사용만족도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KMO 값이 .886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05 미만으로 나

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총분산 설명력이 65.4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신

뢰도를 검정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886으로 나타

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세 번째, 지속사용의도도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KMO 값이 .632로 좀 낮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었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05 미만으로 나타

났고 총분산 설명력은 64.81%이였다. 크론바흐 알파 지

수는 .632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첫 번째 이용동기 요인은 <정보/오락추구 요인>으

로 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보/오락 추구 요인은

이용자들의 관심사 혹은 찾고자 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

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하며, 틱톡을 통

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관심분야의 콘텐츠를 찾아

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

용 동기 요인은 <소통 요인>으로 24.4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소통 요인은 이용자끼리의 의견 교류를 뜻한

다. 세 번째 이용 동기 요인은 <자기표현 요인>으로

13.3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용자가 자신을 표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사회생활을 공

유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 각각의 하위 문항들 간의 내적 일

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로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0.830에서 0.881사이 값으로 신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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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

nde

nt

indepen

dent

std.

error
β ʈ p

toler

ance

Use

satis

facti

on

constan

t
.190 - 5.622 .000

informa
tion/
rerceati
o n a l
pursuit

.040 .552 13.985 .000** .784

commu
nication .036 .265 7.460 .000** .629

self-
express
ion

.026 -.005 -.189 .085 .737

R=.776 R²=.603 adjusted R²=.599

F=157.208 P=.000, burbin-watson=1.769

Cont

inuo

us

Inte

ntio

n

constan

t
.227 - 6.708 .000

informa
tion/
rerceati
o n a l
pursuit

.047 .545 11.487 .000** .784

commu
nication .042 .173 3.270 .001** .629

self-
express
ion

.031 .065 1.327 .186 .737

R=.671 R²=.451 adjusted R²=.445

F=85.015 P=.000, burbin-watson=2.073

표 3. 변인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Disti

ngui

sh

1stage

Use

satisfaction

2 stage

Continuous

Intention

3 stage

Continuous

Intention

toleran

ce

constant 1.070 1.522 1.111

information/
recreational 552(.565)** .541(.545)** .329(.331)** .481
pursuit .
communication .265(.336)** .139(.173)* .037(.046) .553
self-
expression -.005(-.008) .041(.065) 385(.068) .737

Use satisfaction

media effect .385(.379)** .397

R² .603 .451 .508

adjusted R² .599 .445 .501

F 157.208** 85.015** 79.943**

표 4. 틱톡 이용만족도가 이용동기와 지속사용의도에미친 매개효

과 분석결과

table 4. The mediation effect of use satisfaction between use

motiva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이상이 없는 나타났다.

2)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문제2'는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p<.05 **p<.01

먼저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이용동기

변인들 중에서 자기표현을 제외하고, 정보/오락추구, 소

통의 요인이 각각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R²=.603). 정보/오락추구, 소통의 요

인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면 정

보/오락추구의 t값이 13.985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52, p<.05). 소통의 t 값은 7.460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5,

p<.05). 다음으로 지속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이용동기 변인들 중에서 자기표현을 제외하고, 정보/오

락추구, 소통의 요인이 각각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R²=.451). 정보/오락추

구, 소통의 요인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를 비교하면 정보/오락추구의 t값이 11.487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5, p<.05). 소통의

t값은 3.270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173, p<.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오락추구, 소통이 틱톡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자기표현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문제2'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3）틱톡 이용만족도가 이용동기와 지속사용의도를

매개하는 효과 분석

    '연구문제3'은 틱톡 이용만족도가 이용동기와 지속

사용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p<.05 **p<.01 ( )Stan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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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7.208, p<.05), 2단계 (F=85.015, p<.05), 3단계

(F=79.943,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60.3％, 2단

계에서는 45.1％, 3단계에서는 50.8％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정

보/오락추구(β=.565, p<.05)와 소통(β=.336, p<.05)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2단

계에서는 정보/오락추구(β=.541, p<.05)와 소통(β=.139,

p<.05)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이용만족

도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79, p<.05)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오락추구(β=.545→.331)와 소통

(β=.173→ .046)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2단

계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용동기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이용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 정보/오락추구(β=.331, p<0.05)와

소통(β=.046, p<0.05)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용만족도가 이용동기와 지속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4) 이용동기, 이용만족도, 지속사용의도의 관계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p<.05 **p<.01

그림 3. 틱톡 이용동기, 이용만족도, 지속사용의도의 관계

Figure 3. The relation among Tiktok use motivation, us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V. 결론

본 연구는 틱톡을 이용하는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 이용동기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데에 있어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틱톡을 사용하는 중국 청소년의 이용동기를

살펴본 결과, <정보/오락추구>, <소통>, <자기표현>

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정보/오락추

구> 동기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틱톡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재미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이용동기를 밝힌 Cho

Seok-hyun[8]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소통> 동기는

이용자끼리 의견을 교류하면서 느끼는 감정 요소를 의

미한다. 이는 먀이파이(秒拍)를 중심으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의 커뮤이케이션 특성에 관한 Peng Ning[9]의

연구에서 밝힌 동기와 같은 맥락이다. <자기표현> 동

기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게 자신의 개인생활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용동기를 밝힌 선행연구 Feng

Shangshang[10]에서의 결과와 같다. 이러한 '연구문제

1'의 결과는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밝힌 틱톡 이용동기

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국 청소년의 틱톡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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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개의 동기

인 <정보/오락추구>, <소통>, <자기표현> 중 자기표

현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회귀 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보/오락추구>, <소통>의 순이었

다. 즉 틱톡을 이용할 때 즐거움과 재미를 얻고, 매체

내의 팔로워나 계정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 사용할수록, 또 이용자끼리 소통 목적으로 이용할

수록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자기표현> 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

와 달랐다[26]. 이는 청소년이 학업에 바빠서, 틱톡을

자기표현 수단보다는 남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즐기

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자기표현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춤이나 노래 등에서 탁월한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도 작용한 것으

로 유추된다.

셋째,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용만

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용동기는 지속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용만족도를 매개해서 지속사용의도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Kim

Eun-mi[1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틱톡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학술연구의 빈 공

간을 채운 의의가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비해 틱톡

과 같은 짧은 동영상에 대한 관련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에서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모형이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이

용동기뿐만 아니라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를 전망

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으며, 틱톡이 가

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적 요소가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틱톡을 비롯한 많은 소셜미디어가 짧은

동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활용

도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틱톡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실용

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중국

청소년들이 하남성 지역에 한정되어 분석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독립

(외생)변수인 이용동기만 틱톡 이용만족도와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고, 다른 변인들을 포함시

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못했던 틱톡 및 청

소년 이용자 중심으로 짧은 동영상의 이용동기 및 효과

를 분석하고,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루어졌

던 유사한 연구들에서 밝힌 결과와 같거나 다른 점을

밝혀내어, 앞으로의 후속연구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하

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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