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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YouTube use motivation such a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affect the compulsive YouTube usage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and 113 response data obtained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college students in Seoul were used for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perceived useful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djustment. Second, compulsive YouTube usage has a negative effect on academic adjustment. Third, 

perceived enjoyment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plays a role like pharmak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learning strategies that control the degree of perceived enjoyment as well as the instrumental 

use of perceived usefulness in order to improve the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YouTube use motivation, Usefulness, Enjoyment, Compulsive YouTube usage, 

Academic adjustment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 이용의 주요한 동기 요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이 강박적 

유튜브 사용 및 대학생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서울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113건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첫째, 인지된 유용성은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박적 유튜브 사용이 높을수록 학업 적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지된 즐거움은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강박적 유튜브 사

용을 높이는 파르마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높이기 위해 유용성의 도구적 이용뿐만 아니라 인지된 즐거움의 정도를 조절하는 학습 전

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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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유튜브(YouTube)는 개인방송 플랫폼 기반 동영상 콘텐

츠 제작 및 공유 서비스다. 유튜브가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 

발표[1]를 보면,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1시간 38분

이었으며, 10대의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2시간 35분으로 

가장 길었고, 20대가 2시간 6분으로 그 뒤를 따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동영상 이용자의 약 94%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 중심의 동영상 시청 

행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 두

기(physical distancing)가 강조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도

래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원격 강의와 온라인 시험을 시행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원격 강의 동영상 콘텐

츠를 시청하는 모습이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유튜브가 일상에 깊게 침투하는 와중에 발생한 코로

나19 사태가 플라톤이 약이며 동시에 독의 의미로 쓴 파르

마콘(pharmakon) 개념과 유사한 상황 즉, 유튜브 이용이 

대학 원격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

시에 동반되는 양가적 상황에 주목하였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원격교육을 살펴보면, 합리적 행동

(reasoned action)에 기반을 둔 Davis의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2] 등을 적용하여 외재

적 동기인 인지된 유용성과 내재적 동기인 인지된 즐거움

으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원

격 교육 환경과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여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는 일련의 비대면 교육 환경 하에서 대학생들의 유튜브 이

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유튜브 이용동기와 학업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 원격 교육 환경에서 

유튜브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유튜브에 대해 느끼는 유용

성 및 즐거움이 강박적 유튜브 사용과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대학생

들의 학업 적응을 높이기 위한 유튜브 이용 동기의 활용 

기회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II. Background

1. Hypotheses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자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성

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Davis[2]가 기술수용모형을 발표한 이후 인지된 유용성과 

같은 실용적 동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광범위하

게 보고되어 왔다.

Davis의 기술수용모형 관점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학업 

적응 간의 관계 연구를 보면, 정화민과 조원길[3]은 인지된 

유용성이 원격교육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고, 이명숙과 이규민[4]은 학업성취가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인지된 유용성과 강박적 유튜브 사용간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유용성을 느낀 미디어 이용자는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게 몰입도 또한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5], 미디어 중독에 이르게 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다. 

특히 2018년 Klobas 외 3인[6]의 강박적 유튜브 사용에 관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튜브를 이용한 정보

(information) 취득내지 학습(learning) 목적의 동기가 높

을수록 강박적 유튜브 사용은 감소한 반면에 오락이나 여흥

(entertainment)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면 할수록 강

박적 유튜브 사용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정보 취

득이나 학습과 같은 유튜브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강박적 유튜브 사용이 낮을 것이라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가설 1 : 인지된 유용성은 학업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인지된 유용성은 강박적 유튜브 사용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은 이용자가 유튜

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즐거움은 유용성 지각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있고 과제가 

단순하다고 인식될 때 발생한다[7]. Heijden[8]은 TAM에 

쾌락적 동기인 즐거움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통해 즐거움이 

기술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현진과 정재학

[9]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간고사 성적과 같은 인지된 유용

성은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찰되었으며, 학습

자가 유용성을 지각할수록 긍정적 정서인 즐거움을 더 높게 

느끼고, 부정적 정서인 지루함을 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학습자가 즐거움을 지각할 때는 학업에 대한 만

족과 성취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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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호와 고아라[10]의 소셜미디어 중독 영향 요인 

연구에 따르면, 인지된 즐거움은 소셜미디어 중독에 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페이스북 이용자가 빈번하게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몰입과 중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성환 외 3인[11]의 20대 대학생의 유튜브 중

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가 페이스북에 비해 더 강

박적이고 중독될 우려도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Klobas 외 

3인[6]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튜브 이용 동기가 높을수록 

강박적 유튜브 사용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가설 3 : 인지된 유용성은 인지된 즐거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인지된 즐거움은 학업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인지된 즐거움은 강박적 유튜브 사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박적 유튜브 사용은 유튜브 이용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힘든 통제력 상실 행동이 계속 나타

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학업 적응(academic adjustment)

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요구에 적응하는 정도를 말한

다[12]. 강박적 유튜브 사용과 학업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2015년 정병일과 백상욱[13]은 과

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수면부족과 수업집중력 저하로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대

학생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이제홍[14]은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중독성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

한 적절한 교육과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강박적 유튜브 사용과 학업 적응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

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Klobas 

외 3인[6]의 해외 연구 결과인 강박적 유튜브 사용이 학업 

동기(academic motiva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논거로 하여, 대학생의 강박적 유튜브 사용과 학업 

적응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강박적 유튜브 사용은 학업 적응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Research Model

본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튜브 이용 동기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을 선행변인으로, 강박적 유

튜브 사용을 매개변인으로, 학업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III. Material and methods

1. Measurement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각 연구변수에 대한 문항내용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튜브를 이용하는 주요 동기에 해당되는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즐거움은 장윤재과 김미라[15]가 제시한 문항내

용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인지된 유용성은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성과향상에 기

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유튜브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를 

이용하면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튜브를 이용

하면 나의 관심사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이다. 다음으

로 인지된 즐거움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문항은 “나는 유튜

브를 보는 동안 즐겁다”, “나는 유튜브를 보는 동안 재미

있다”, “나는 유튜브를 보는 동안 흥미롭다”이다.

다음으로, 강박적 유튜브 사용은 Klobas 외 3인[6]이 제시

한 문항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강박적 유튜브 

사용은 ‘스스로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힘든 유튜브 이용’으로 

정의되며, 문항은 “유튜브를 보지 않을 때에도 유튜브 생각

이 떠오른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유튜브를 

보게 된다”, “유튜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이다”,“유튜브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 적응은 문희정

[16]이 제시한 대학학업적응 문항내용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학업 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요구에 적응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문항은 “나는 요즘 공부하는데 의욕이 있다”, “모든 것을 고

려해 볼 때, 집에서 쉬는 것보다 대학에 다니는 게 나은 것 

같다”, “나는 대학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나는 현재 수강

하고 있는 교과목을 공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이다. 

모든 문항내용은 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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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를 개발하였다.

2. Participants and procedure

설문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OO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중에서 

부실 기재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설문을 제외한 

총 113부를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 분

석에 적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Characteristic Group n %

Gender
Female

Male

45

68

39.8 

60.2

YouTube usage 

time per day

Not used

Within 10 minutes

Within 30 minutes

Within 1 hour

Within 2 hours

Within 3 hours

Within 4 hours

4 hours or more

1

4

10

32

33

16

4

13

0.9

3.5

8.8 

28.3

29.2 

14.2

3.5

11.5

Total 113 100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IV. Results

1.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먼저 SPSS 18.0 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성

분분석으로 배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CU1과 AA1가 제외되었다. Table 2

는 기술통계량과 함께 최종 요인 분석에 따른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정리한 것이다.

Item M SD PU PE YA AA

PU1 3.91 0.819 0.649 0.387 0.141 0.402

PU2 3.76 0.837 0.895 0.210 -0.039 0.183

PU3 3.94 0.827 0.595 0.537 0.232 0.207

PE1 3,78 0.741 0.196 0.866 0.226 0.216

PE2 3,83 0.731 0.221 0.847 0.293 0.144

PE3 3,75 0.762 0.242 0.859 0.128 0.200

CU2 3,35 1.016 0.072 0.192 0.966 0.011

CU3 3,34 1.005 0.039 0.207 0.970 0.009

CU4 3,35 1.007 0.050 0.180 0.976 0.026

AA2 3,82 1.037 0.054 0.240 -0.056 0.849

AA3 3,77 0.866 0.208 0.069 -0.023 0.888

AA4 3,76 0.859 0.250 0.194 0.125 0.75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 factor analysis result

SmartPLS 2.0 프로그램으로 관측변수에 대한 신뢰성

을 분석하고 잠재변수의 내적일관성 및 판별타당성을 분

석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결과는 첫째, 관측변수에 대한 신뢰성

은 각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을 보고 판단하였는데,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관측변수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Variable Cronbach α CR AVE

Perceived 

Usefulness

(PU)

0.829 0.897 0.743

Perceived 

Enjoyfulness

(PE)

0.928 0.954 0.874

Compulsive

YouTube

Usage(CU)

0.992 0.995 0.984

Academic

Adjustment

(AA)

0.832 0.899 0.749

Table 3. Reliability test result

둘째, 잠재변수에 대한 내적일관성은 각 잠재변수의 복

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보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0.7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잠재변수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은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으로 판단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이 횡축과 종축의 다른 상관계수보다 크

면서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잠재변수의 판별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PU PE CU AA

PU (0.862)

PE 0.689 (0.935)

CU 0.281 0.422 (0.992)

AA 0.544 0.424 0.083 (0.865)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4. PLS correlation matrix

2.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의 

판별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구

조모형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SmartPLS에서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Fig. 2는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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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model result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의 설명력(R-square)을 살펴보

면, 인지된 즐거움의 설명력은 47.46%로 나타났고, 유튜

브 이용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17.79%, 학업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1,0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Hypothesis Decision Effect T Statistics

H1:PU→AA

H2:PU→CU

H3:PU→PE 

H4:PE→AA

H5:PE→CU

H6:CU→AA

Accept

-

Accept

Accept

Accept

Accept

0.478

-0.018

0.689 

0.142

0.434

-0.111

7.051

0.259 

19.287 

2.075

5.936

2.185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 outcomes

먼저, 유튜브 이용동기와 학업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첫째, 유튜브 이용 동기 중 하나인 인지된 유용성(PU)

은 학업 적응(AA)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H1). 또한, 인지된 유용성(PU)은 인지된 즐거움(PE)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3). 둘째, 인지된 

즐거움(PE)은 학업 적응(AA)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H4), 강박적 유튜브 사용(CU)에도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5).

다음으로 강박적 유튜브 사용과 학업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박적 유튜브 사용(CU)은 학업 적응(AA)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6).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시

행되고 있는 비대면 상황의 원격 교육 환경에서 대학생들

의 학업 적응에 있어 유튜브 이용 동기와 강박적 유튜브 

사용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였던 유튜브 이용 동기

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은 모두 학업 적응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연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

튜브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인지된 즐거움이 

높았으며, 인지된 즐거움이 높으면 대학생들이 학업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대학에서 대학생

의 유튜브 이용동기를 잘 활용하는 원격교육전략을 수립

하여 실천한다면 그들의 대학 학업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인지된 즐거움과 학업 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튜브 

이용정도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튜브에서 즐거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튜브 이용정도는 높았고,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에는 유튜브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방해가 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것은 원격 교육 환경에서 인지된 즐거움 

그 자체는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지만, 유튜브 

이용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격 교육 환경을 제공

하는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동기를 학습 전

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용성과 같은 도구적 이용뿐

만 아니라 인지된 즐거움의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그 정도

를 조절시킬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겠다. 

다만,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적절한 유튜브 이용정도는 

추후 연구에서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시행되고 대

학 원격 교육 환경에서 유튜브 이용에 익숙한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관련된 여러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

였지만 첫째, 사례수 113건은 그 수가 적고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는 

대학에게는 원격 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동

시에 대학생에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 그리고 이들이 결합

된 형태인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등을 포괄하는 

학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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