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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 특성 요인 중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K대학과 Y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2단
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러닝 콘텐츠
학습자들의 이용의도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콘텐츠 다양성, 콘텐츠 간결성, 콘텐츠 품질, 상호작용성,
사용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콘텐츠 다양성은 다른 요인들 보다 이용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러닝 트렌드인 유튜브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현재 
대학 내의 이러닝을 활성화 시키고 학습효과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이러닝,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동기, 이용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for university students at K and Y 
universities in Gyeongsangbuk-do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use intention to use YouTube 
learning contents due to any of the factors of YouTube learning conten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the measurement items were organized and based on this, second survey was 
conducted on the use intention of YouTube learning content learne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ontent diversity, content simplicity, content quality, interactivity, and ease of use influenced use 
intention. Among them, content diversity was found to have the most influence on use intention than 
oth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research data necessary to activate e-learning in 
the current university and to enhance the learning effect by researching YouTube which is a new 
learning trend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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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우리는 정보와 기술 그리고 지식이 경쟁력이 
되는 지능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테크놀로지 지향적인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1]. 특히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의 중심
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현장과 교육 간의 연결고리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일자리 
지형의 변화와 대학 정원보다 적은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2]. 

이러닝(e-learning)은 네트워크 통해 온라인 기반으
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전자 학습, 인터넷 교
육, 사이버 교육, 웹기반 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4]. 이러닝은 풍부한 학습 콘텐츠를 교수자 중심
의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새로
운 학습경험의 기회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대학교육
의 실질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5-10]. 여기에 편리
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러닝은 기하급수적인 수요를 
발생시키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과 급속한 확산은 이러닝 활용을 교육 
및 학습 활동의 방법적 차원에서만 그치고 있어 여전히 
대학에서 이러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온라인 영상 서비스 분야의 폭발적인 발전은 미
디어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유
튜브(YouTube)는 정보획득 경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이
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원하는 장
소와 시간에 다양한 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학
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11,12]. ‘유튜브 러닝 콘텐츠 활
용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주 평균 3.6회의 러닝 콘
텐츠를 시청하며, 10명 중 7명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시청 가능한 콘텐츠의 증가, 향상된 네트워크 속도, 확장
된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크기로 인해 영상 콘텐츠
의 시청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14]. 

여기에 학습자의 흥미와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
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튜브 러닝은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관
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이러닝은 이러한 학습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학습을 관리해야 한다는 낡은 패
러다임 속에 각종 편의 기능을 개발하는 데에만 몰두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이러닝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기 위한 일차적 연구로 유튜브 러닝 콘텐츠
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새
로운 러닝 트렌드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유튜브 러
닝의 이용동기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대학 내의 이러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
직한 전략 수립과 유튜브 러닝 콘텐츠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의 이
용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의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표본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러닝 콘텐츠의 특성 요인 중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학습자가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려
고 하는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튜브에서 러닝 콘텐
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용동기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학습자들의 설문에 대한 응
답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항목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1차 조사에 의해 
구성된 측정항목을 토대로 유튜브 러닝 콘텐츠 학습자들
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K대학과 Y대학의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참여자는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충분히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K대학 대학생 
95명과 Y대학 대학생 102명, 2차 조사에서는 K대학 대
학생 130명과 Y대학 대학생 14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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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차 조사
본 연구의 1차 조사는 2020년 3월 23일부터 3월 25

일까지 3일간 인터넷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다. 유튜브 러
닝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7명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왜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가?’, ‘대학의 이
러닝과 비교하여 유튜브 러닝 콘텐츠가 가진 장점은 무
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요약하
면 Table 1과 같다. 단, 성적 및 출석과 같은 학습평가와 
관련된 응답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서 제외하였다.

Category Subject Frequency(%)

Why Use It

Contents Variety* 135(68.5)

Free Learning Time 122(61.9)

Free Learning Place 105(53.3)

Contents Simplicity* 88(44.7)

Free Learning Process 73(37.1)

Contents Quality(High)* 53(26.9)

Interactivity* 39(19.8)

Ease of Use* 33(16.8)

No Charge 26(13.2)

Up-to-date Contents 17(8.6)

 * Advantages of YouTube Learning Content Compared to 
   University e-Learning.

Table 1. Pilot Survey Result Top10 (Multiple response)

2.1.2 2차 조사
1차 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

용하는 동기는 다양한 콘텐츠, 자유로운 학습시간, 자유
로운 학습공간,  간결한 콘텐츠, 자유로운 학습과정, 콘텐
츠의 높은 품질, 다양한 상호작용, 사용의 용이성, 콘텐츠
의 무료 이용, 최신의 콘텐츠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다
양한 콘텐츠, 간결한 콘텐츠, 콘텐츠의 높은 품질, 다양한 
상호작용, 사용의 용이성은 대학의 이러닝과 비교하여 유
튜브 러닝 콘텐츠가 가진 이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유튜브 러닝 콘텐츠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콘텐츠 다양성, 콘텐츠 
간결성, 콘텐츠 품질, 상호작용성, 사용용이성이 대학생
들의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 도식화하
면 Fig. 1과 같다. 

2차 조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인터넷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이
라고 판단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259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
해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된 측정
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
(Cronbach’s  )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설 검증에 앞서 알
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모든 분석은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Fig. 1. Conceptual Model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대학생들의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3문항(콘텐츠 종류는 다양하다/콘텐츠 양
은 풍부하다/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 
간결성에 대한 3문항(영상의 길이는 적절하다/간단명료
하다/간결하여 핵심내용 파악이 쉽다), 콘텐츠 품질에 대
한 3문항(콘텐츠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필요로 하는 내용을 습
득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에 대한 3문항(채팅창 및 댓글 
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크리에이터와 자유롭게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학습자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
다), 사용용이성에 대한 3문항(콘텐츠 이용은 나에게 익
숙하다/콘텐츠 이용은 간단하다/콘텐츠 이용은 전반적으
로 쉽다), 이용의도에 대한 3문항(자주 이용할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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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umber
of items Cronbach’s 

Contents Variety 3 .902

Contents Simplicity 3 .943

Contents Quality 3 .904

Interactivity 3 .886

Ease of Use 3 .954

Intention to Use 3 .948

Demographic Information 6 -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콘텐츠 다양성은 Park et al.[15], 콘텐츠 간결성은 
Lee and Yu[14]와 Oh et al.[16], 콘텐츠 품질은 Liao 
et al.[17]와 Lin[18], 상호작용성은 Hoffman and Novak[19]
과 Mu et al.[20] 그리고 McMillan and Hwang[21], 
사용용이성은 Davis[22]와 Bhattacherjee[23], 이용의
도는 Bhattacherjee[23]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
자료의 측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
고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3 측정항목에 대한 평가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하여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조사대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
에 그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
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24]. 

2.3.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분설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Cronbach’s   계수가 0.886 
이상으로 기준치 0.7 보다 크게 상회하여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2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의 사용적합성은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증과 

KMO 표본적합성 검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 4522.091(p<0.001, df=153), KMO 
값은 0.798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값이 모두 0.4 이상으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Factor 1 2 3 4 5 6

Variety1 .131 .092 .890 .196 .187 -.021

Variety2 .106 .092 .913 .171 .142 .014

Variety3 .067 .118 .805 .194 .176 .033

Simplicity1 .112 .931 .111 .151 .071 .104

Simplicity2 .092 .942 .094 .159 .052 .075

Simplicity3 .031 .888 .090 .169 .052 .066

Quality1 .073 .036 .191 .117 .902 -.024

Quality2 .114 .095 .231 .106 .904 .038

Quality3 .136 .046 .077 .152 .846 .008

Interactivity1 .060 .043 -.019 .099 .018 .911

Interactivity2 .107 .103 -.060 .070 -.009 .890

Interactivity3 .043 .077 .105 .061 .009 .881

Ease1 .916 .111 .076 .139 .155 .101

Ease2 .937 .073 .097 .163 .086 .068

Ease3 .923 .053 .127 .164 .095 .067

Intention1 .200 .169 .207 .899 .157 .052

Intention2 .184 .183 .246 .893 .148 .058

Intention3 .169 .243 .210 .808 .156 .216

Eigenvalue 6.320 2.644 2.165 1.849 1.553 1.215

Integrated
Variance 35.113 49.801 61.830 72.103 80.731 87.481

Table 3. Factor Analysis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하
여 1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4 이상의 
수치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멕스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6개의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비는 약 87.5%로 높은 설
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3. 연구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K대학과 Y대학 대학생 259명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54.4%), 학년은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33.6%), 
학습은 주로 집(43.2%)에서 컴퓨터(62.5%)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간 학습 횟수는 3회에서 4회가 가
장 많았으며(40.9%), 1회 학습 시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3%). 조사대상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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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ject Frequency(%)

Gender
Male 118(45.6)

Female 141(54.4)

Grade

Freshman 87(33.6)

Sophomore 79(30.5)

Junior 56(21.6)

Senior 37(14.3)

Learning
Device

Computer 162(62.5)

Smart-Phone 97(37.5)

Learning
Place

Home 112(43.2)

University/Library 53(20.5)

All Other Places 94(36.3)

Number of
Learning
(Week)

1-2 Times 46(17.8)

3-4 Times 106(40.9)

5-6 Times 70(27.0)

Every Day 37(14.3)

Learning Time
(One-time)

Less than 10min. 82(31.7)

Less than 10min.–30min. 107(41.3)

Less than 30min.–1hour 58(22.4)

Less than 1hour–2hour 12(4.6)

More than 2hour - (0.0)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59)

3.2 핵심요인과 이용의도와의 관계
콘텐츠 다양성, 콘텐츠 간결성, 콘텐츠 품질, 상호작용

성, 사용용이성 5개의 핵심요인과 이용의도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변수들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들은 나타났지만, 개인지각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결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콘텐츠 다양
성, 콘텐츠 간결성, 사용용이성은 콘텐츠 품질, 상호작용
성보다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Construct 1 2 3 4 5 6

1. Variety -

2. Simplicity .261*** -

3. Quality .397*** .175** -

4. Interactivity .051 .187** .042 -

5. Ease of Use .269*** .212** .274*** .179** -

6. Intention .479*** .416*** .359*** .228*** .404*** -
*p < .05, **p < .01, ***p < .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3.3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R2은 0.407로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에 대한 
총분산 중 약 41%를 설명하였으며, F값은 34.769로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t VIF

Constant -.183 .305 　 -.600 　

Variety .331 .061 .298 5.458*** 1.272

Simplicity .214 .045 .246 4.789*** 1.130

Quality .141 .056 .134 2.495* 1.235

Interactivity .099 .040 .122 2.457* 1.060

Ease of Use .221 .054 .213 4.076*** 1.166

R2=.407, Adjusted R2=.396, F=34.769(p<.001)
Durbin-Watson=2.189

*p < .05, **p < .01, ***p < .001 

Table 6. Factors of impact on YouTube Learning Contents 
Intention to Use

Durbin-Watson은 2.189로 2에 가까운 수치로 잔차
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산확
대지수(VIF)도 기준치에 부합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 역
시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연구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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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콘텐츠 다양성(t=5.458, p<0.001), 
콘텐츠 간결성(t=4.789, p<0.001), 콘텐츠 품질(t=2.495, 
p<0.05), 상호작용성(t=2.457, p<0.05), 사용용이성
(t=4.076, p<0.001) 모두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도식화 하면 Fig. 2와 같다.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0.298)은 다른 요인들 보다 이용의도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러닝 콘텐츠
는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 가장 중
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4. 논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시
장의 개방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
로 국내 대학들은 이러닝을 교육 수단으로 도입·활용하
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2,6].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러닝의 활용방안을 교육 및 학습 활동의 방법적인 측
면에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닝을 대학생들
의 학습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풍부할수록 대
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처
럼 콘텐츠 선택의 다양성과 충분한 콘텐츠의 확보가 필
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여 준
다[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대학의 이러닝 개설 과목 수는 평
균 58.0개이며 그 중 오프라인 강의의 보조도구로 활용
되는 수는 32.8개로 순수 이러닝 과목 수는 25.2개에 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역시 이러닝 개설 과목 
수는 평균 75.7개이지만 순수 이러닝 과목 수는 5.8개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5]. 거기에 각 대학의 수학 
기간(study period)까지 생각한다면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닝 과목 수는 더욱 한정적일 것이다. 
그에 반해 유튜브는 대학의 이러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
학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수자들의 이러닝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러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및 학습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콘텐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전달할수록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et al.[26]의 동
영상 강의 분할시간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는 10, 15분의 동
영상이 만족도에는 15분, 20분의 짧은 동영상이 가장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동 중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
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시간을 부담 없이 학습
자가 학습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7,28]. 이
에 기존 대학의 길고 지루한 이러닝 강좌 구성을 간략하
게 세분화하여 대학생들이 이러닝을 이용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속
적인 학습 자료를 전달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자료를 
전달하는 것 보다 학습에 맞게 분할을 하면 더욱 효율적
인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26]. 

셋째, 콘텐츠의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
하기 쉽게 전달할수록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대학의 이러닝은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형태로 제공
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강의의 이해도가 낮아져 학습 효과
가 떨어진다고 하였다[29]. 반면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러닝 콘텐츠는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풍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직접 선택하여 학
습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이러닝 시스템의 개발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학습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
용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
행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연구결과에도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8,29,30]. 유튜브에서는 채팅창이나 댓글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크리에이터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한
다. 하지만 대학의 이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부족하고 교수자의 학습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여 학습자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한 반응과 피드
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30,31]. 이에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
은 오프라인 강의에서의 역할과는 달리 전반적인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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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관리적인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
야 한다. 또한 교수자의 달라진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의 이용이 쉽고 간단할수록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모
바일 기기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다. 그로 인해 학습자들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 
중에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한다는 응답이 37.5%, 특정
한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학습한다는 응답이 36.3%
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이러닝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8,30]. 대학에서도 이러닝 
강좌를 모바일 기기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
지만 단순히 모바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30]. 그러므로 대
학생들이 이러닝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과 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러닝 트렌드인 유튜브 
러닝 콘텐츠의 이용동기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대학 내의 이러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 수립과 유튜브 러닝 콘텐츠 학습자
들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이 유튜브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는 동기는 다
양한 콘텐츠, 자유로운 학습시간, 학습공간, 학습과정, 간
결한 콘텐츠, 콘텐츠의 높은 품질, 상호작용, 사용의 용이
성, 콘텐츠의 무료 이용, 최신의 콘텐츠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콘텐츠 간결성, 콘텐츠 품질, 상호
작용성, 사용용이성 모두 유튜브 러닝 콘텐츠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K대학과 
Y대학의 대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표본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해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표본의 수를 모두 고려하
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이러닝에 대
한 실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실험연구를 통
해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보다 다양하고 폭
넓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러닝의 다

양한 변화와 빠른 확산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경험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경험으로 인해 발
생하는 학습자의 인식 변화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심
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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