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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9월에 출시된 틱톡(TikTok) 동영상 플랫

폼은 더 짧고 더 풍부한 동영상 콘텐츠가 중심이 되

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시대를 열었다[1]. 짧은 동영

상을 중심으로 하는 SNS인 틱톡은 젊은 층을 대상으

로 뮤직비디오를 편집하고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으로 시작되었다[2]. 현재 틱톡은 단순히 뮤직비디오

의 차원을 벗어나 일상생활, 뉴스, 여행, 요리, 외국

어, 패션, 운동, 사진과 영상 편집, 정치, 역사, 심리학,

직장생활, 음악 등 다양한 유형의 인스턴트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는 등 범위가 확장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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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이끌었다. 그중에서 연애 테

크닉, 연애 이야기, 연애 일상 기록 등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이용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3]. 2020년에 

틱톡 빅테이터플랫폼이 발표한 보고서는 연애, 문화,

영화 드라마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틱톡 플랫폼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4].

이용과 충족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는가를 설명하

는 이론이다.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동기가 이용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5]. 틱톡 연애 동영상의 열풍은 이용자들

의 이용 동기와 만족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틱톡 연애 동영상의 이용 동기와 만족감

을 높이는 요소는 탐구해볼 만한 문제다. 미디어 이

용 동기는 사용자의 주관적 선호에 의해 성립되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용자의 유형과 개인 성향을 이

용자의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성격, 가치관 같은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에 따라 사용자들이 가지는 이용 동기도 매우 다르다

[6]. 따라서 사용자의 연애 유형이 틱톡 연애 동영상

의 이용 동기와 만족감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연애 유형화에 대해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제시되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분류 체계는 Lee(1973)의 사랑유형이론(Love Styles

Theory)이다[7]. 그는 사랑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나

누었으며 사랑유형이론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랑유형이론

에 따라 틱톡 이용자를 유형화하고 이용과 충족 이론

에 기초하여 어떤 연애 유형이 연애 동영상의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용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틱톡 연애 동영상

연구에 앞서 틱톡 인기 장르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2021년 틱독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출간한 보고

서를 활용하여 월간 ‘좋아요’를 많이 받은 상위 30개

의 영상 장르의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다. Fig. 1과 

같이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가지 영상 장르는 일상생

활류, 개그류, 연애류, 아이디어류, 반려동물류 순으

로 나타났다. 틱톡의 연애 동영상은 새로운 콘텐츠와 

형식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자들은 짧은 동영상을 통해 자신

의 연애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 유통하고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젊은 남녀의 연애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연애 콘텐츠에 UGC 콘텐츠

의 대중적 특성이 더해지면서 연애 동영상은 일상에

서 흔히 일어나는 연애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일상

적인 연애 상황을 재현하는 연애 동영상은 대중들에

게 더 쉽게, 친숙하게 다가간다[8]. 왕건남(2021) 등

의 연구에 의하면 틱톡에서 성행하는 연애 동영상의 

소재는 주로 일상 기록, 상황극, 연애 코칭이다. ①일

상 기록: 연애 일상 기록은 부부나 커플의 짧은 동영

상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일상을 촬영하여 공유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콘텐츠 촬영 및 제작도 기획이 필요

한 다른 콘콘텐츠에 비해 쉽고 시간이 덜 걸린다. 부

부/커플과 그들의 삶을 비춘 콘텐츠는 언제나 낭만

적인 묘사로 가득 차있으며, 교과서적인 연애 방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과 대입은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②상황극: 자신이 스스

로 연애 이야기를 창작하여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섭외해 함께 연출해 만든 짧은 동영상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드라마와 같은 연극류 연애 동영상의 자극적인 줄거

리는 시청자의 이목을 끌고 후속 이야기에 대한 궁금

증을 증폭시켜 팔로우를 유도한다. ③연애 코칭: 자

신의 연애 이야기와 경험을 결합하여 연애 스승으로

써 이성의 심리를 분석하고, 심리학을 기초하여 연애 

기교를 가르치는 새로운 형식의 연애 동영상이다[9].

Fig. 1. 틱톡 인기 동영상 장르 To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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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에 대한 조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콘텐

츠는 젊은 사람들에서 성행하면서 연애 '공식화'라

는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금 틱톡에서 연애 블로거는 자신의 연애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이외에도 연애 스승으로써 

연애 기교를 가르치고, 이성의 심리를 분석하고, 구

독자의 연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여러 연애 동

영상 형식으로 이용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8].

2.2 사랑유형이론

사랑은 로맨틱한 관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

되는 감정이다. 사랑은 만족스러운 상호작용과 관계

를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중 

하나이며 관계의 질적 범위 내에서 주관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존재감, 부정적인 감정에 반대

되는 더 긍정적인 과거의 경험의 존재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사랑은 타인에 대해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행동과 연관될 때 스트레스, 불편함, 투쟁,

고통 등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년 

동안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사랑에 대한 분류가 제시

되었고, 사랑에 대한 분류는 심리학 외 다른 연구 분

야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다[10].

John Alan Lee(1973)는 인간의 사랑을 ‘낭만적 사

랑’, ‘오락추구적 사랑’, ‘동료적 사랑’, ‘논리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 6가지로 구분하고 사랑

유형이론을 제시하였다[7]. 이 6가지 연애 유형은 가

장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연애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0,11]. Table

1은 Lee의 6가지 연애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Lee의 사랑유형이론은 사랑의 상태를 3개의 일차

적인 유형과 이들 일차적인 유형을 다시 조합한 3개

의 이차적 유형으로 분류했다. 일차적 유형은 열정적

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Eros), 밀고 당기는 식의 

게임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루두스(Ludus) 그리고 

동반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로게(Stroge)이다.

이차적 유형은 강박적, 몰입적 성격의 마니아(Ma-

nia), 상대를 우선시 하는 아가페(Agape)와 실용적인

적합성을 고려하는 프래그마(Pragma)가 있다[12].

이를 바탕으로 Hendrick부부(1986)는 LAS(Love

Attitude Scales) 계량표를 개발하여 인간의 연애 유

Table 1. The concept of human's six love styles.

Original Name
(Latin)

English
Explanation

Concept

Eros
(Primary style)

Passionate Love
①It is typical of persons with passionate and romantic attitude toward
love; ②it is based on passion feeling as well as physical and emotional
attraction toward partner.

Ludus
(Primary style)

Game-playing
Love

①It is a typical attitude of persons who see love as a game; ②the
focus of ludus people is on having fun in the moment and therefore
they live their relationship in an uncommitted way

Storge
(Primary style)

Friendship Love

①It is a friendly love attitude, as the persons with this love style tend
to express friendship feeling toward the others; ②their couple
relationships are based also more on similar interests and commitment
with the partner rather than on passion.

Mania
Secondary style

Practical Love

①It is the expression of a manic attitude towards love, implying
possessive and obsessive behaviours; ②the persons with this love
style need to be loved by one’s partner and they are possessive and
jealous lovers.

Pragma
(Secondary style)

Possessive Love

①It is typical of persons who express a pragmatic and rational attitude
toward love; ②for this reason, they tend both to choose the partner
basing upon the characteristics they believe are important to them and
to look for partners with whom they can share common goals.

Agape
(Secondary style)

Altruistic Love

①This love style distinguished persons with altruistic attitudes and
behaviours; ②they tend to live an unconditional, selfless love, and they
tend in willing to sacrifice anything for the others to whom they
provide support, care and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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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고찰하였다. LAS 계량표는 여러 나라의 연구자

들에게 사용되면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

었다[13,14].

2.3 이용자 유형과 이용 동기

SNS 이용자의 유형화에 관한 개념은 연구목적에 

따라 종종 달라진다. SNS 이용 동기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은 동기가 성격, 심리, 이용특성, 개인의 내외적 

성향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15]. Shen & Khalifa(2008)는 개인의 소속욕

구에 따라 SNS 이용 유형을 인식(awareness), 인지

적(cognitive), 사회적 존재감으로 세분하였다. SNS

이용 유형에 따라 이용 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 결과, 사회적 존재감 이용 유형은 SNS의 외

재적, 내재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Bibby(2008)는 이용자 성격적 특성에 

따른 SNS 이용 동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신경증이 

높은 이용자는 무료함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진 이용자

는 음악, 사진을 업로드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

해 SNS를 이용하는 경향이 낮게 보였으며, 외향성이 

높은 이용자는 여가 활동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유사한 맥락에서 

안정민(2011)은 SNS 이용자 성격과 이용 동기가 정

서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용자의 외향적 성향이 강할수록 정보 획득 이용 동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김봉섭, 신명희, 임도

경, 이인희(2013)의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를 열성형, 특화형, 실험형, 제한형으로 세분화하고 

이용자 유형에 따른 이용 동기를 알아보았다[18]. 그 

결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SNS 사회성 동기, 보상 동

기, 정보 동기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ee의 사랑유형이론에 의해 틱

톡 이용자를 연애 유형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개

인의 연애 유형에 따른 연애 동영상의 이용 동기와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이용과 충족이론

동기는 이용자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

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상태다. 수용자들

은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미

디어를 선택하여 이용하다. 자신의 콘텐츠를 더 광범

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미디어 사업자들은 수용자

들의 이용 동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19]. 소셜미

디어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만

족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과 같은 

미래의 잠재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미디어 이용행태를 설명한 연구들이 많다. 이용과 충

족 이론은 사람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이용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즉, 수용자는 단순히 메시지를 미디어로부터 전달받

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용 동기와 욕구에 따라 다양

한 미디어를 소비함으로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

려고 하는 존재이다[20].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욕구와 필요가 미디

어를 선택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기임이 

밝혀졌다[21]. 틱톡 이용자들은 각자의 욕구와 목적 

및 필요성에 동기를 두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특정 

콘텐츠를 채택하고 이용한다. 이러한 이용자 욕구는 

이용과 충족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22].

2.5 틱톡 이용 동기와 만족도

이용과 충족이론의 시각에서 틱톡 이용 동기와 만

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조승호, 조상훈

(2021)[23]은 카카오톡 선물에 대해 편의적 오락적 

이용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혜택적 동기, 즉흥적 구매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우정, 윤홍권, 권혁인(2020)[24]의 

연구에 따르면 Tik Tok의 이용 동기 중 오락 추구,

상호작용, 도피성 동기가 이용자의 지각된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가치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

다. 반면에 정보 추구 동기는 지각된 가치를 가져오

지 못한다. 샤오 진화․이상기(2021)는 한국과 중국

의 청소년의 틱톡 이용 동기를 비교한 결과, 한국 청

소년의 경우 틱톡을 통한 시간 보내기가 가장 주요한 

이용 동기였으며, 중국 청소년은 오락/정보추구가 

가장 주요한 이용 동기이고, 한․중 청소년의 다양한 

이용 동기는 이용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영향력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이처럼 틱톡 이용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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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존 연구의 평가와 연구독창성

틱톡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자들은 짧은 동영상의 특성[26], 이용특성[25],

이용 동기[23,24]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틱톡 

짧은 동영상이 어떻게 이용되고 확산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룬

다. 하지만 콘텐츠/장르의 특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아직 활발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2월에 

틱톡 빅데이터 플랫폼은 하루 평균 동영상 검색량이 

4억 번을 돌파했다고 보고하였다[27]. 앞으로 틱톡 

동영상 콘텐츠를 장르별로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

구 토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랑유형이론에 기초하여 사람들

의 사랑 유형이 의사소통 방식[28], 관계 만족도[29],

심리치료[30]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규명

했지만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집중하여 다

른 분야와 결합하는 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본 연

구자는 사랑유형이론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에 융합하여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콘텐츠

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사랑유형을 지

닌 사람들이 틱톡 연애 동영상 사용에 대한 동기와 

만족도 차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혁신

적이다. 틱톡 연애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가 

향후 짧은 동영상 콘텐츠의 특정 기능 최적화, 동영

상 내용 규범화, 수용성 높임 등 콘텐츠 제작 분야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정리해보면 먼저 

Lee의 사랑유형이론을 통해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

형을 알아보고 나서 연애 유형에 따른 이용 동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여

러 가지 차원에서 SNS 이용 동기를 규명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적 동기, 오락추구적 동기, 문제해결 

동기,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 자기확인 동기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용과 충족의 틀에서 이

용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틱

톡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등 일련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LAS 계량표를 바탕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틱톡 이용자들의 연애 유형, 틱톡 연

애 동영상 이용 동기 및 이용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및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H1. 이용자의 연애 유형은 틱톡 연애 동영상 이

용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이용자의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낭만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2. 놀이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3. 동반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4. 실용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5. 강박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6. 이타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이용자의 연애 유형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1. 낭만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2. 놀이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3. 동반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4. 실용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5. 강박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6. 이타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이용자의 동반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

습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1. 낭만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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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2. 놀이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3. 동반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4. 실용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5. 강박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6. 이타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이용자의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1. 낭만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2. 놀이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3. 동반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4. 실용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5. 강박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6. 이타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이용자의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1. 낭만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2. 놀이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3. 동반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4. 실용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5. 강박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6. 이타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이용자의 연애 유형과 틱톡 연애 동영상 이

용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1. 낭만형 연애 유형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놀이형 연애 유형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실용형 연애 유형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동반형 연애 유형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강박형 연애 유형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이타형 연애 유형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7. 오락추구적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Fig.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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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다.

H2-8.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9.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0. 자기확인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1. 문제해결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사랑유형이론에 

따라 이용자를 분류하고 이용과 충족 이론에 기반하

여 틱톡 연애 동영상 활용 동기에 대한 만족도를 알

아보고자 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 전라북도 지역에 대학교, 거주 중

인 개인 및 직장인 중 틱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27일로, 총 7일간 이루어졌다. 최종 설문

지는 총 428부를 회수하여 이 중에서 실증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414부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25.0를 활용했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징은 Table 2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남자 218명(52.7%)이고 여자는 196(47.3%)

명이다. 각 연령층의 비율은 10대 23.7%, 20대 33.3%,

30대 23.4%, 40대 16.4%, 50대 3.2%로 분포하였다.

틱톡 하루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 189명(45.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2시간 이내 

126명(30.4%), 2～3시간 이내  50명(12.1%), 3시간 이

상 49명(11.8%)이 순으로 나타났다.

3.3 주요변수의 측정

Table 3와 같이 연애 유형에 대한 측정은 Hendrick

제시한 Love Attitude Scales를 번역하여 연구를 응

용했다. 여기서 사용된 계량표에 따라 모두 낭만형,

놀이형, 동반형, 실용형, 강박형, 이타형 6가지 연애 

유형 분량표로 나누어 각각 7개로 총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문항 1, 7, 13, 19, 25, 31, 37은 낭만형에 관한 

문제이며, 문항 2, 8, 14, 20, 26, 32, 38은 놀이형, 3,

9, 15, 21, 27, 33, 39는 동반형, 4, 10, 16, 22, 28, 34,

40은 현실성, 5, 11, 17, 23, 29, 35, 41은 강박형, 6,

12, 18, 24, 30, 36, 42는 이타형에 관한 문항이다. 각 

유형에 대한 결과는 리커트 점수로 계산하였으며, 각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218 52.7

Female 196 47.3

Age

10～20 98 23.7

21～30 138 33.3

31～40 97 23.4

41～50 68 16.4

50～60 13 3.2

Daily Tik-tok Use

< 1 hour 189 45.7

1～2 hours 126 30.4

2～3 hours 50 12.1

>3 hours 49 11.8

Current Emotional State

Single 174 42.0

In a Relationship 113 27.3

Married 121 29.2

Divorced 6 1.4

Total 414 300



71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5호(2022. 5)

분량표 7개 문항의 총점은 피험자의 특정 연애 유형

의 정도를 반영한다.

틱톡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 문항은 학습/정보, 오

락/흥분, 사회적 상호작용, 긴장해소/현실 도피, 실용

적 동기, 습관/시간 보내기, 자기확인 등 데이트/연애 

미디어 이용 동기 요인(김선웅, 2017; 두설응, 2017)

[24,25]과 측정 문항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오락

추구적 동기, 연애기교 학습 동기, 사회관계 동기, 자

기확인 동기, 문제해결 동기 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틱톡 연애 동영상의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기존 틱톡 이용 만족도에 쓰였던 측정 문항을 수

정, 변형하여 활용하였다[26]. 설문 문항 대답은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신뢰도 검증결과

신뢰도 분석이란 동일한 조건의 측정 대상에 대하

여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각각의 반복 측정치들 

사이의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증방

Table 3. Variable measurement items.

Variables Items Source

Love types

Passionate Love

Love Atittude Scales [14]

Game-playing Love

Friendship Love

Practical Love

Possessive Love

Altruistic Love

Using
motivations

Entertainment

Q3. Because I am bored.

[31,32]

Q2. To get out of complicated things.

Q1. Because it is fun.

Q4. To experience the joy of dating.

Q5. To heat up the time.

Social Relationship

Q10. To create a topic between friends.

Q12. To realize other people's emotions.

Q8. Because I got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Q14. To make new friends.

Q6. Because I was influenced by people around me.

Love Skills-learning

Q11. Because I want to learn how to make him/her love me more.

Q7. To learn and manage conversations and action.

Q13. To realize trends of new relationships or marriag.

Q9. To gain experience in relationship.

Self-verification

Q21. To prove my charm through Tik Tok love videos.

Q18. Because I can identify with Tik Tok love videos.

Q17. To gain confidence through Tik Tok love videos.

Q16. Because I found courage to love again.

Problem-solving

Q19. To understand the thoughts of person I love.

Q20. To solve my emotional problems.

Q15. Because blogger's love coaching awakens me.

Q22. Because it can help me overcome my weekness.

User Satisfaction

Q1. I am satisfied that I chose TikTok.

[6]Q2. TikTok met my expectations.

Q3. I am satisfied with TikTok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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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방식을 이용

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0.6 이상의 알파 값이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Lee Cron-

bach, 1951). 자기확인, 문제해결 등 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0.6 이하로 나타났다. 설문의 신뢰도 검증 결

과는 Table 4과 같이 연애 유형, 이용 만족도에 관한 

척도의 신뢰도는 모두 0.6보다 신뢰도 계수가 높았

다. 자기확인 동기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인 

‘Q17. 틱톡 연애 동영상을 통해 저는 다시 사랑하는 

용기를 찾아왔다’, 문제해결 동기 중 신뢰도를 저해

하는 문항인 ‘Q15. 블로거의 연애코칭은 나를 깨우치

게 한다','Q22. 연애 동영상은 나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19개 문항

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정된 이용 동기 

측정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65 이상으로 수용할 만

한 수준을 이루어졌다.

4.2 틱톡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검증

결과 

틱톡 이용자의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를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19개 틱톡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 동기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eigen value) 1.0

이상 기준에 따라 총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요인

들은 '오락추구적 동기',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 '자기확인 동기', '문제해결 

동기'로 나타났다.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8.57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틱톡 연애 동영

상 이용 동기는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오락추구적 동기로 '심심

해서', '복잡한 일을 벗어나기', '재미 있어서', '연애

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 '시간 때우기 위해'의 

5가지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락추구적 동

기는 틱톡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 변량의 19.599%(아

이겐 값=3.344)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 2]는 사회관

계 추구적 동기로 '친구간의 화제를 제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 지인

의 추천', '새로운 친구를 더 사귀기 위해', '주변 사

람들의 영향을 받다‘의 다섯 가지 세부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는 전체 이용 동

기 변량의 16.195%(아이겐 값=2.697)를 구성하고 있

다. [요인 3]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틱톡 블로거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틱톡 연애 동영상 가운데 대화

나 행위를 배우고 운용하기 위해', '나와 나의 주변 

친구들은 틱톡 연애 동영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새로운 연애나 혼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연애

경험을 쌓기 위해'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는 총 틱톡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 변량의 15.883%(아이겐 값=2.638)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 4]는 자기확인 동기다. 자기확인 동기의 

세부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틱톡 연애 동영

상을 통해 자신의 매력이 확인되기 위해', '틱톡 연애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Items Number Reliability

Love Atittude Scales
(.840)

Passionate Love 7 .777

Game-playing Love 7 .742

Friendship Love 7 .809

Practical Love 7 .722

Possessive Love 7 .739

Altruistic Love 7 .720

Using motivations of
Tik Tok love videos

(.769)

Entertainment 5 .852

Social Relationship-building 5 .891

Love Skills-learning 4 .780

Self-verification 3 .703

Problem-solving 2 .694

User Satisfaction 3 .757



71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5호(2022. 5)

동영상 내용이 나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틱톡 

연애 동영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의 세 

가지이다. 자기확인 동기는 전체 이용 동기 변량의 

9.346%(아이겐 값=1.396)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요인 5]은 문제해결 동기로, '좋아하는 이성의 

생각을 알기 위해' '자신의 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제해결 동기는 전체 

틱톡 연애 동영상 이용 동기 변량의 7.548%(아이겐 

값=1.054)를 차지하고 있다.

4.3 가설의 검증결과

4.3.1 상관 분석 결과

먼저 틱톡 이용자의 6가지 연애 유형과 5개의 이

용 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분석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틱톡 이용자가 지닌 6가지 연애 유형 중 놀

이형(r=.780, p<0.01), 강박형(r=.139, p<0.01)과 이용 

동기요인1(오락추구적 동기)간 유의한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의 

H1-1-5(강박형 연애 유형은 오락추구적 이용 동기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H1-

1-1, H1-1-2, H1-1-3, H1-1-4, H1-1-6은 기각되었

다.

둘째, 놀이형(r=.286, p<0.01) 연애 유형과 틱톡 이

용 동기 요인2(사회관계 추구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의 H1-2-2(놀이형 연애 유형은 사회관

계 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H1-2-1, H1-2-3, H1-2-4, H1-2-5,

H1-2-6은 기각되었다.

셋째, 놀이형(r=.708, p<0.01), 강박형(r=.131, p<

Table 5. Factor analysis on the motivation for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o use TikTok dating videos.

Items
Factors

1 2 3 4 5

Q3 .823 -.051 -.061 .123 -.077

Q2 .780 .046 .028 .032 -.098

Q1 .739 -.051 .062 -.077 .074

Q4 .674 -.040 .209 -.180 .053

Q5 .644 .099 -.106 .114 .114

Q10 .058 .805 .115 -.008 -.041

Q12 .036 .734 .049 .015 .078

Q8 .038 .696 -.090 .113 -.008

Q14 -.075 .685 -.028 .101 -.107

Q6 -.054 .677 .053 -.244 .169

Q11 -.008 -.009 .782 .004 .052

Q7 .115 .079 .704 .225 .009

Q13 .033 .019 .675 .332 .015

Q9 -.050 -.009 .673 .316 -.126

Q21 -.028 -.098 .196 .846 .012

Q18 .005 .134 .248 .656 .039

Q17 .061 .014 .370 .637 .139

Q19 .058 -.074 .017 .004 .798

Q20 -.012 .117 -.026 .118 .798

Eigen Values 3.344 2.697 2.638 1.396 1.054

% Dispersion 19.599 16.195 15.883 9.346 7.548

Accumulate % 19.599 35.794 51.677 61.023 6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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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연애 유형은 이용 동기 요인3(연애기교 학습적 

동기)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의 H1-3-2(놀이형 연애 유

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이용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5(강박형 연애 유형은 연애기교 

학습적 이용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H1-3-1, H1-3-3, H1-3-4, H1-3-6은 

기각되었다.

넷째, 놀이형(r=.592, p<0.01), 강박형(r=.268, p<

0.01), 이타형(r=.502, p<0.01) 연애 유형과 이용 동기 

요인4(연애기교 학습적 동기) 사이의 유의한 정(+)적

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의 H1-4-2

(놀이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4-5(강박형 연애 유형은 자기

확인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6

(이타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인 동기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H1-4-1, H1-4-3,

H1-4-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실용형(r=.476, p<0.001), 강박형(r=.333,

p<0.01), 이타형(r=.134, p<0.01) 연애 유형과 이용 동

기 요인5(문제해결 동기)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

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1의 H1-5-4(놀이형 연

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5-5(강박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6(이타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지지되었다. H1-5-1, H1-5-3, H1-5-4는 기각

되었다.

4.3.2 H1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은 연애 유형이 틱톡 연애 동영상

의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애 유형과 이용 동기

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발생하는 다중공

선성을 검토하였다. Table 7～11, Table 13에서 도출

된 회귀 분석 결과에서, 독립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

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 인수(VIF,

Variance Infla tion Factor) 확인을 통한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0 < VIF < 10일 때 변수

들은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다고 간주하였다. 10 <

Table 6. Correlation matrix.

Using Motivation
Love Typ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passionate
love type

Correlation .816 .005 -.026 .048 -.012

significance
N

.160
414

.916
414

.602
414

.330
414

.812
414

game-playing
love type

Correlation .780** .286** .708** .592** .032

significance
N

.000
414

.000
414

.008
414

.000
414

.519
414

friendship
love type

Correlation .014 -.223 -.155 -.163 .003

significance
N

.769
414

.098
414

.092
414

.67
414

.948
414

practical
love type

Correlation .142 .081 .142 .065 .476***

significance
N

.841
414

.098
414

.943
414

.190
414

.000
414

possessive
love type

Correlation .139** .011 .131** .268** .333**

significance
N

.005
414

.820
414

.000
414

.000
414

.000
414

altruistic
love type

Correlation .012 .084 -.016 .502** .134**

significance
N

.808
414

.087
414

.739
414

.000
414

.006
41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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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 100일 때 변수들 간의 공선성이 강하고 VIF>

100일 때는 변수 간의 공선성이 매우 강한 것이다.

다중공선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Table 7～11, Table

13에 정리되어 있으며 VIF 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형이 오락추구적 동기

에 미치는 영향

연애 유형이 오락추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결과는 Table 7와 같다. 우선 단계1에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오락추구적 동기에 미친 영향을 알

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R²=.042,

F=7.088). 다만 연령이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4, p<.01). 다

음으로 단계2에서 모든 독립변인이 오락추구적 동기 

변량의 60.3%를 설명하였고(R²=.603, F=124.106),

‘놀이형(β=.776, p<.001)’, ‘강박형(β=.324, p<.05)’의 

순서로 오락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2)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형이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애 유형이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우선 단계1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 변량의 

46.6%를 설명하였다(R²=.466, F=280.875). 연령은 사

회관계 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0, p<.01). 반면 이용자의 결혼/연애

상태가는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5, p<.01). 다음으로 단

계2에서 모든 독립변인이 오락추구적 동기 변량의 

59.3%를 설명하였고(R²=.593, F=228.362). '연령(β=

.379, p<.01)', ‘놀이형(β=.141, p<.001)’의 순서로 사

회관계 추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의 결혼/연애상태가는 사회관

계 추구적 동기에 여전히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98, p<.01).

(3)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형이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애 유형이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우

선 단계1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R²=.108,

Table 7. Effect of love styles on entertainment motivation (β).

Dep. Variables
Entertainment Motivation (β)

VIF
Step 1 Step 2

Demographic
Variables

Age .204** -.006 2.279

Gender .031 .024 1.020
Relationship Status .025 .002 2.188

Love Types
Game-playing Love Type .776*** 1.098
Possessive Love Type .324* 1.006

Adjusted R squared .042 .603
-

F 7.088 124.106

*p＜.05, **p＜.01, ***p＜.001.

Table 8. Effect of love styles on social relationship motivation (β).

Dep. Variables
Social Relationship Motivation (β)

VIF
Step 1 Step 2

Demographic
Variables

Age .420** .379** 2.219
Gender .050 .040 1.013

Relationship Status -.195** .-198** 2.208
Love Types Game-playing Love Type .141*** 1.101

Adjusted R squared .466 .593 -
F 280.875 228.362

*p＜.05, **p＜.01, ***p＜.001.



715틱톡(Tik Tok) 이용자의 연애유형이 연애 동영상의 이용 동기,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2.838). 다음으로 단계2에서 모든 독립변인이 연

애기교 학습적 동기 변량의 57.1%를 설명하였고(R2=

.57.1, F=8.951), 놀이형(β=.158, p<.01), 강박형(β=

.149, p<.01)의 순서로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형이 자기확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애 유형이 자기확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우선 단계

1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자기확인 동기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R²=.105, F=4.836, p>

.05). 단계2에서 투입된 변인들은 자기확인적 동기 변

량의 51.2%를 설명하고 있다(R²=.512, F=13.889). 연

애 유형 중 이타형(β=.334, p<.01), 놀이형(β=.327,

p<.01), 강박형(β=.224, p<.01)의 순서로 자기확인 동

기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5)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형이 문제해결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애 유형이 문제해결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우선 단계1에서 인구통

계학적 요인들은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 변량의 9.7%

를 설명하고 있다(R²=.097, F=9.726). 연령은 문제해

결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181, p<.05). 단계2에서 투입된 변인들은 오락추구적 

동기 변량의 62.9%를 설명하고 있다(R²=.629, F=

21.876). 연애 유형 중 실용형(β=.235, p<.001), 강박

형(β=.170, p<.01), 이타형(β=.129, p<.01)의 순서로 

문제해결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상의 가설1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Table

12과 같다.

4.3.3 H2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용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Table 9. Effect of love attitudes on love skills-learning motivation (β).

Dep. Variables
Love Skills-learning Motivation (β)

VIF
Step 1 Step 2

Demographic
Variables

Age .117 .070 2.199

Gender .433 .261 1.020

Relationship Status .007 .005 2.189

Love Types
Game-Playing Love Types .158** 1.098

Possessive Love Types .149** 1.006

Adjusted R squared .108 .571
-

F 2.838 8.951

*p＜.05, **p＜.01, ***p＜.001.

Table 10. Effect of love attitudes on self-verification motivation (β).

Dep. Variables
Self-verification Motivation (β)

VIF
Step 1 Step 2

Demographic

Variables

Age -.024 -.040 2.289

Gender .066 .035 1.022

Relationship Status .116 .113 2.189

Love Types

Game-Playing Love Type .327*** 2.312

Possessive Love Type .224*** 1.013

Altruistic Love Type .334*** 2.350

Adjusted R square .105 .512
-

F 4.836 13.88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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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틱톡 이용자의 연애 유형, 이용 동기는 무엇인지

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

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3에 따르면 1단계에 투입된 인구통계학 변

수는 이용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4.538, R²=.025, p>.05). 이어서 2단계에서 여섯 가

지 연애 유형을 투입한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독립변

인은 이용 만족도 변량의 52.0%를 설명하고 있다(F=

50.688, R²=.520). 여섯 가지 연애 유형 중 놀이형(β=

.558, p<.001), 강박형(β=.162, p<.01), 실용형(β=.093,

p<.05), 이타형(β=.032, p<.01) 연애 유형이 이용 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3단계에서 이용 동기를 투입한 회귀모형

을 보면 모든 독립변인은 이용 만족도 변량의 81.5%

를 설명하였다(F=131.099, R²=.815). 여섯 가지 연애 

유형 중 놀이형(β=.173, p<.01)이 이용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이

용 동기 중 오락추구적 동기(β=.598, p<.001), 연애기

교 학습적 동기(β=.598, p<.01), 자기확인적 동기(β=

.067, p<.001)가 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2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Table

14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Lee(1973)와 Hendrick

(1996)의 사랑유형이론을 기초하여 틱톡(Tik Tok)

이용자의 연애 유형을 알아보고, 이용과 총족이론을 

통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동영상의 이용 동

Table 11. Effect of love attitudes on problem-solving motivation (β).

Dep. Variables
Problem-solving Motivation (β)

VIF
Step 1 Step 2

Demographic
Variables

Age .181* .079 2.348

Gender .035 .026 1.050

Relationship Status .027 .055 2.202

Love Types

Practical Love Type .235*** 1.099

Possessive Love Type .170** 1.984

Altruistic Love Type .129** 1.049

Adjusted R squared .097 .629
-

F 8.726 21.876

*p＜.05, **p＜.01, ***p＜.001.

Table 12. Summary of hypothesis 1 test results. 

Hypothesis Expected Revealed
H1-1 Position Partially Accepted
H11-1 Position Rejected
H11-2 Position Accepted
H11-3 Position Rejected
H11-4 Position Rejected
H11-5 Position Accepted
H11-6 Position Rejected
H1-2 Position Partially Accepted
H12-1 Position Rejected
H12-2 Position Accepted
H12-3 Position Rejected
H12-4 Position Rejected
H12-5 Position Rejected
H12-6 Position Rejected
H1-3 Position Partially Accepted
H13-1 Position Rejected
H13-2 Position Accepted
H13-3 Position Rejected
H13-4 Position Rejected
H13-5 Position Accepted
H13-6 Position Rejected
H1-4 Position Partially Accepted
H14-1 Position Rejected
H14-2 Position Accepted
H14-3 Position Rejected
H14-4 Position Rejected
H14-5 Position Accepted
H14-6 Position Accepted
H1-5 Position Partially Accepted
H15-1 Position Rejected
H15-2 Position Rejected
H15-3 Position Rejected
H15-4 Position Accepted
H15-5 Position Accepted
H15-6 Position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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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

다. 틱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SPSS25.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틱톡 연애 동영상의 가장 대표적인 이용 동

기는 오락추구 동기로 다음으로 연애기교 학습, 사회

관계 추구, 자기확인, 문제해결 순으로 드러냈다. 둘

째, 틱톡 이용자들의 인구 통계학 변인이 이용 동기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관

계 추구적 동기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용자의 연

애/혼인상태는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에 영향을 준

다. 즉, 연인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틱톡 이용자는 

연애를 오락적 수단으로 여길수록, 강박적이고 몰입

적인 사랑을 추구할 수록 오락추구적 동기,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가 높아졌다. 놀이형, 강박형 연애 유형

은 오락추구적,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넷째, 틱톡 이용자는 연애를 게임으로 여

길수록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가 높아졌다. 놀이형 연

애 유형은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틱톡 이용자는 연애를 

게임으로 여길수록, 강박적이고 몰입하는 사랑을 추

구 할수록, 연애할 때 상대를 우선시 할수록 자신에 

인정받으려는 자기확인 동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놀이형, 강박형, 이타형 연애 유형은 자기확

인 동기를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째, 틱톡 이용자는 상대를 우선시 할 수록, 강박적이

고 몰입하는 사랑을 추구할 수록, 연애에 실용적인 

Table 13. Regression analyses for H2 (β).

Dep. Variables
User Satisfaction (β)

VIF
Step 1 Step 2 Step 3

Demographic
Variables

Age .115 -.113 -.092 4.424

Gender .039 -.008 -.013 1.070

Relationship Status .076 .065 .072 2.310

Love types

Passionate Love .048 .100 3.751

Game-playing Love .558*** .173** 3.556

Friendship Love -.048 -.028 1.193

Practical Love .093* -.003 1.103

Possessive Love .162** .124 1.212

Altruistic Love .032** .020 2.283

Using
motivations

Entertainment Motivation 598*** 4.058

Social relationship Motivation -.005 3.398

Love skills-learning Motivation .139** 1.615

Self-verification Motivation .067*** 2.034

Problem-solving Motivation .042 1.447

Adjusted R squared .025 .520 .815
-

F 4.538 50.688 131.099

*p＜.05, **p＜.01, ***p＜.001.

Table 14. Summary of hypothesis 2 test results. 

Hypothesis Expected Revealed

H2 Position Partially Accepted

H2-1 Position Rejected

H2-2 Position Accepted

H2-3 Position Rejected

H2-4 Position Rejected

H2-5 Position Rejected

H2-6 Position Accepted

H2-7 Position Rejected

H2-8 Position Accepted

H2-9 Position Accepted

H2-10 Position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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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고려할 수록 자신의 연애문제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해결 동기가 높아졌다. 즉, 이타형, 강

박형, 실용형 연애 유형은 문제해결 동기를 강화시키

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용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연애 유형 중인 놀이형, 이용 

동기 중인 오락추구적 동기, 연애기교 학습적 동기,

자기확인 동기는 이용 만족도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 오락추구적 동기는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가

장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관계 

추구적 동기, 문제해결 동기는 틱톡 연애 동영상 이

용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 연애 동영상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 유형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연애 유

형을 확인한다. 이용자 연애 유형에 따라 연애 동영

상 장르를 정확하게 게시하고 좋은 시청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연애문제해결에 관련 동영상의 수

량과 질을 높여야 하고 실용형, 강박형, 이타형 이용

자들의 연애문제해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셋

째, 게임형 이용자는 사회관계 맺기 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 영상 공유와 리뷰 기능을 최적화하여 더 흥

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6. 연구의의 및 한계점

실증적으로 검증된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Lee(1973)의 사랑유형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애 유형에 따른 SNS

이용 동기의 변화, 이용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밝혔

다. 이는 사랑유형이론, 이용과 충족이론에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존의 많은 이용자 특성

과 SNS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이용자 인구통계학 

특징과 개인 성격에 기반해서 이용 동기와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했지만, 본 연구는 이용자특성 중의 연애

성향을 주목하여 이용 동기와 만족도의 영향요소를 

탐색하였다. 즉, SNS 이용 동기의 영향요소를 세분

화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SNS 이용 동기 연구

는 기존 연구의 일반화된 방식에서 탈피하고 여러 요

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산업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틱톡의 후속 발전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제 짧은 동영상은 SNS 콘텐츠의 새로운 형

식이고 현황 및 향후 몇 년간의 발전 전망을 보자면 

틱톡 짧은 동영상 이용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틱톡 연애 동영상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 중 20, 30대의 청년층이 주요 이용

자 단체로서 연애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틱톡 연애 동영상에 대

한 이용 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파

악한다면 잠재적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사 지역의 문제이다. 연구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필자가 거주했던 있는 지역(서울, 전

라북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표본을 한국 전

체 지역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지역적

/인구통계적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심리학과 사회과학 

중 연애 유형 변인을 사용하여 틱톡 연애 동영상의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용 

동기를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다른 심리학적, 사회학

적 요소가 많고 그런 요소들이 종종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을 종단적으로 발

굴하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

형의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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