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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왜 대학생들이 유튜브 중독에 빠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한 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3부의 설문 자료로 구
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유튜브 이용 동기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 보내기와 즐거움 동기가 높을수록 유튜브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 중독의 한 원인은 시간 보내기 혹은 줄거움 동기의 유튜브 시청이며, 그
대책 중 하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시사점이 있다.
키워드: 외로움(loneliness), 유튜브 중독(YouTube addiction), 이용 동기(usage motivation)

I. Introduction

II. Research model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는 파르마콘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파르마

외로움과 SNS 중독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외로움은 SNS

콘(pharmakon)은 약인 동시에 독이라는 뜻이며, 축복인 동시에 저주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라는 의미가 있다.

왔다[3]. 최근 화두인 유튜브는 2019년 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을

유튜브 이용자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 인터넷

뿐, 유튜브 중독 관련 실증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4].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1],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약 94%가

특히, 기술수용모델(TAM)은 이용자의 정보기술수용과 사용 행동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10대가 2시간

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5]. 이에 본 연구자는

35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2시간 6분으로 그 뒤를 따르는

TAM의 대표적 변수인 유용성과 즐거움 그리고 유튜브의 특성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간보내기를 매개변수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거리 두기 실천으로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모습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2],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길어지면서
약 64%가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응답했으며 10대~20
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는 44%,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비대면 원격교육 상황에서 대학생의 외로움이
유튜브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유튜브가 파르마콘으로
작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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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loneliness on YouTube addiction
Table 1. Summary of hypothesis test outcomes
Hypothesis
no.

Conclusion

Effect

T Statistics

H1
H2
H3
H4
H5
H6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Not Supported

0.363
0.590
0.510
0.179
0.352
-0.023

9.661
17.764
13.343
3.702
5.836
0.430

먼저 외로움과 유튜브 이용 동기 간에 설정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유튜브 이용 동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1, H2, H3). 둘째, 유튜브 이용 동기와 유튜브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 보내기와 즐거움 동기가
높을수록 유튜브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4, H5). 반면에
유용성 동기와 유튜브 중독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H6).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시간
보내기와 즐거움 동기의 유튜브 시청을 조절하는 것이 유튜브 중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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