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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논문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상 서비스의 인지된 특성이 이용자의 정 인 몰입 경험과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한다. 연구를 해 평소 유튜 를 이용하는 20-30 응답자

289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고, 이후 계 회귀분석을 사용해 변인 간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유튜 의 상호작용 특성과 추천 서비스의 새로움, 콘텐츠의 다양성, 콘텐츠의 오락성이 모두 개인의 몰입

경험 하 차원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추천 서비스의 정확성은 개인의 몰입 경험에는

유의한 향이 없었으나, 만족 수 에는 정 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몰입은 이용자의 만족에 직

인 향을 주고, 유튜 의 특성과 만족을 일부 매개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온라인

상 랫폼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만족을 해 실무

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심어 :∣ 브∣ 라  동 상 비스∣몰 ∣추천 비스∣상 용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how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video

services affect the ‘flow’ as positiv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users. For the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289 people using YouTube, and then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teractivity, newness of recommendation service, diversity of content, and

entertainingness of contents all affect the lower level of flow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he

accuracy of the recommendation service did not affect the flow experience, but positively affects

the level of satisfaction. Finally, it is also confirmed that flow has a direc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mediates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YouTube and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helpful to understand user '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online

video platform service and suggest the discussion points to be considered by the industry to

satisf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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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최근 몇 년 새 온라인 랫폼 산업 분야가 비약 으

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성과 모바

일 기기의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상 서비스

분야의 폭발 인 발 은, 기존 미디어 업계의 지축을

흔드는 거 한 환 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미디어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목할만한 변화

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18년 인터넷 이용자

를 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에 육

박하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동 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모바일을 통해 동 상을 시청하는시간 역시

하루 평균 52.4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 한때는

텔 비 의 안제로 여겨졌던 온라인 상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은 이용자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인식 변화는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반 한다. 일례

로 10 에서 30 연령층 다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미디어이자 텔 비 에 버 가는 상 소비 미

디어로서 스마트폰을 손꼽고 있다[2]. 모바일을 통해

OTT(Over The Top: 인터넷을통해시청할수 있는

상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 층의 비율 역시 매

년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2018년

이후 한국인들의 사용시간이 가장 긴 모바일 어 리

이션은 로벌 상 공유 랫폼인 ‘유튜 (YouTube)’

로 추산된 바 있다. 이때 측정된 사용 시간은 2년 에

비해 무려 세배 이상 증가한 수치 다[3]. 이상의 논의

들을 살펴보았을 때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시청

이 시 를 표하는 미디어 소비 행태로 두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는 동시에, 유튜 를비롯한온라인

동 상 서비스들이 이용자에게 정 인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지속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

하기도 한다.

그 다면 이용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온라인 상

랫폼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온라인 상 시장의 성

장을 말미암아 이용자의 정 경험을 추동하는 특성

역시 복합 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한 추천 서비스의존재가 특이할만한 신규

요인으로 부각되고있다. 추천 서비스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패턴이나 성향을 분석해 이용자 취향에 합한 콘

텐츠를노출시킨다는 에서, 이 보다 더 개인화된 미

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유튜 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작용 특성과 함께, 통 미디어 콘텐츠와 차

별화되는 다양한 장르 소재의 상 제공 역시 주목

할 만한 장 으로 꾸 히 언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온라인 상을 시청하는 이용자의경험과 만족 수

을 유튜 가제공하는다양한 특성요인과 결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때 이용자의 경험은 미디어를 활용하며 느끼는 즐

거움이나 재미 등의 내재 요인으로, 심리학자

Csikzentmihalyi[4][5]가 최 로 제시한 ‘몰입(flow)’ 개

념을 토 로 살펴볼 것이다. 몰입은 인간이 어떠한 행

에 심리 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 열 할 때 느끼는

정 상태로서, 미디어 이용 시 개인이 경험하는 몰

입의 즐거움은 이후 해당 미디어에 한 정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6-9].

온라인 동 상 랫폼이최근 은 층사이에서 주된

상 소비 채 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용자의 에서 미디어에 한 인식과 경험을 연계

해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

고 있는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서비스 품질은 아직 이

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않은 요인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정 온라인 시청 경험을 형

성하는주요인으로 몰입에 집 하고, 이어 몰입에 향

을 미치는 미디어 특성을 선행변수로 고찰함으로써 이

용자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동시에 앞으로 온라인 동 상 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무엇인지 제시하

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Ⅱ. 론적 경

1. 브   련 논

1.1 브 용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상 소비를 한 주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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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 있는 랫폼은 단

연 유튜 라고 할수 있다. 2005년 탄생한 이래 세계

최 규모의 동 상공유 랫폼으로 자리잡은 유튜

는, 국내에서도 온라인 동 상 이용자의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1], ‘카카오톡’을 재치고 한국인이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 1 를 차지할

정도로강력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3]. 재유튜

는 압도 인 시장 유율을 기반으로 단순 상 공유를

한 랫폼을 넘어, 뉴스 시청이나 정보 검색 등의 역

할까지 도맡는 거 허 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다.

그 다면 국내외에서 폭발 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

는 유튜 의 주된 경쟁력은 무엇일까. 문가들은 서비

스 기부터 유지해온 유튜 의개방 정책이 랫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은다[3]. 유튜 는 이용자

가 자유롭게 자신의채 을 개설해 동 상을업로드 할

수 있는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

세계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콘텐츠를 랫폼 내 자산

으로 구축하고 있다. 통 미디어가 을 상 로 질

높은 소수의 콘텐츠를 제공해왔다면, 유튜 는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제작한 콘텐츠를 서버에 비

축해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사한다. 특히 통 미디

어에서는 제공이 어려웠던 ‘하우투’ 상(화장법이나

요리법, IT기기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상), 팬 동 상

(특정 연 인들의 팬들이 촬 하거나 제작한 상), 실

시간 게임 방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상들은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유튜 가 제공하는 상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 미디어

기업들의 유튜 진출 역시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

방송사들은 자사에서 방 한 로그램을 온라인에

합한 형태로 편집해 유튜 에 유통한다. 뿐만 아니라

‘모비딕(SBS 자체 모바일 콘텐츠 랜드)’처럼 온라인

상 시장을 겨냥해 웹 드라마나 웹 능 콘텐츠를 자

체 제작하는 채 도 늘고 있다. 언론사 역시 외는 아

니다. 일례로 JTBC는 유튜 의 ‘라이 스트리 (실시

간 방송)’서비스를 이용해 박근혜 통령의 탄핵 방송

을 송출했고, 이는 동시 속사 36만 명을 기록할 정도

로 큰 심을 받은 바 있다[10]. 결론 으로 유튜 는

세계 이용자들이 업로드 하는 다량의 콘텐츠 뿐 아

니라, 문 미디어 그룹들이 제작하는 수 높은 콘텐

츠까지확보하며이용자들의발길을이끌고있는셈이다.

1.2 브 련 행연

이처럼 온라인 상 시장의 확장이 통미디어 업계

와 이용자의미디어 소비 행태에 개 인 변화를 불러

옴에 따라, 이를 주요 쟁 으로 하는 연구 역시 꾸 히

제시되고 있다. 련해 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 자체의차별 특징을 탐

구하는연구, 이용자를 상으로 경험과 인식을 고찰한

연구, 련 산업이나 법 제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 분

류된다. 특히 유튜 의 활용이 본격화된 2000년 후

반에는, 온라인 상 랫폼의 등장이 가지는 사회문화

함의에 해 심도 깊은 탐색이 이 졌다. 당시 연구

들은 유튜 이용자를 일반 인 시청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하기 보다는,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는 능동 이용

자로 악해 질 으로 탐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웹 2.0

시 이용자 참여 수단으로써의 UCC(User Created

Contents)에 을 맞춰, 이들이 담지하고 있는 안

미디어의 가능성과 가치를 고찰하는 것이 해당 연구들

의 주요 목표 다[11-13].

반의 연구들이 미디어로 하여 확 된 이용자의

능동성(activity)에 집 했다면,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상 시청이 사회 으로 화된 이후의 연구들은 일

반 이용자들로 상을넓 이용 동기나 경험을탐구하

는 방향으로 개되었다[14][15]. 특히 최근 새로운 문

화 트 드로부상한 온라인 실시간방송은 기존미디어

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상호작용 특징을 주로 한다

는 에서, 시청자들에게 차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기 되었다[16-18].

단, 이상의 연구들은 제한된 시청 집단을 상으로

인터뷰나 찰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많으며, 이용자들

의 시청 경험이나 만족도를 미디어특성과 결부해 분석

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 미디어의 가장 강력한 체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온라인동 상 랫폼의 이용자를 상으로, 인지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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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경험 만족도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한 이를 통해 앞으로의 온라인

동 상 랫폼이 이용자의 정 경험과 만족을 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

튜 는연구 상자들이 이미 보편 이용을통해 친숙

하게 느낄 수 있는 표 랫폼이라 사료되어, 본 연

구의 상으로 선정하기에 합하다고 단하 다.

2. 뉴미 어  몰

2.1 몰  론

이용자는 특정 미디어나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함에

있어, 경험 자체가 달하는 즐거움이나 재미 등의 내

재 요인으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재

요인을 설명하는 개념 하나가 심리학자

Csikzentmihalyi[4][5]가 처음으로 제시한 ‘몰입’이다.

그는 어떤 행 에 심리 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 열

한 상태, 즉 심리 으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로우

라고 설명한다.

로우 이론에 따르면 난이도롤 가진 어떠한 활동에

서 한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task)의 수 과 그가 보유

하고 있는 기술(skill)의 수 이 하게 균형에 이를

때, 이용자는 몰입상태에도달할수 있다. 이러한 몰입

상태는 개인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사하는 최 경

험(optical experience)으로 이어진다[4]. 만약 수행하는

과제의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 달성 시 제공되는 피드

백이 정확하며 즉각 이라면 개인이 경험하는 몰입 수

은더 향상될수 있다. 높은 몰입 상태에도달한 개인

은 해당 과제에 한 고도의 주의 집 , 과제와 무 한

다른 생각이나 의식에 한 일시 차단, 자아의 경계

를 뛰어넘는 월감, 물리 ·심리 시간 개념의 망각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몰입은 기술을 보유한 개인의 극 여를

선행한다는 에서, 몰입을 둘러싼 반 연구들은 운동

이나 게임과 같은 활동 행 를 심으로 이 졌다.

반면 텔 비 시청이나 라디오청취 같은 통 미디어

활동은 상 으로 수동 인 행 라고 인식되어 크게

고려되지 않아왔다.

2.2 몰  론  : 뉴미 어 몰

심리 개념의 몰입을 미디어 분야로 확장한 논의들

은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환경이

화되면서 시작되었다. 뉴미디어는 통 미디어에

비해 극 이고 능동 인 이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

다는 에서, 몰입의 개념을 용해해석하기에 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Trevino and

Webster[19], Hoffman and Novak[20]등의 학자들은

미디어 분야에서 몰입이론을 도입해연구의 지평을 넓

혔다. CMC 환경 내에서의 이용자 몰입 경험에 심을

가진 기 연구자들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성

에 입각해 로우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기도 했다.

먼 Trevino and Webster는 ‘특정 미디어와의 상호

작용을 재 고 탐색 으로 여기는 이용자 인식’이라고

몰입을 재정의하며, 몰입 상태의 이용자 특징을 [표 1]

과 같은 4가지 차원으로 정리했다[19]. 비슷한맥락에서

Hoffman and Novak은 몰입을 ‘네트워크를 항해하는

동안 발생하는 지속 상태’라고 명시하며, 몰입의 경험

이 [표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

했다[20].

학자 내용

Trevino &
Webster,

1992
[19]

(a) 술과  상 용 에  통제감 식
(b) 주 가 집 어  지
(c) 상 용 과정 에  심 
(d) 본능적  흥미 견

Hoffman &
Novak,
1996

[20]

(a) 상 용에 해 끊 없  촉진 는 연  
(b) 본질적 로 거움
(c) 식  상실  수

(d) 강  끎

표 1. 초  연 들  제시한 몰  상태  특징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분야에서 몰입을 연구한 학

자들은 공통 으로 컴퓨터 혹은 인터넷이 갖는 상호작

용성에 주목한다. 뉴미디어가 갖는 상호작용 특성은 이

용자의능동 참여를 필연 으로 담지하고 있으며, 능

동 인 참여는 몰입 경험을 이끄는필수 조건이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가 달하는 메시지를 일방 으

로 받아들 던 통 미디어의 수용자와 달리, 직 검

색을 하고 콘텐츠를 선택 으로 수용하며 상호작용에



한 콘 츠학 논 지 '18 Vol. 18 No. 12664

여하는 뉴미디어의 이용자들은 몰입에 쉽게 빠져들

어 정 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일부 연구들은과도한 인터넷몰입이 독문제

로 이어져 학업이나 직업, 인 계 등에 어려움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21]. 미디어에 과

도하게 몰입된 이용자들은 실제 실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즉각 인 자극을 끊고 빠져나오는 데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

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들은 이 같은 에 따라

인터넷이나 휴 폰에 한 과한 몰입이 독과 한

련이 있다는 사실을 꾸 히 밝 오고 있다[22-24].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Young[21]을 비롯한 미디

어 독 분야 학자들이 몰입 자체의 정 측면을 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의의 과정에서 몰입과 독

의 개념을 엄 히 구분해 다루었으며, 독을 검증하기

한 척도 역시 몰입 척도와 명백한 차이를 두었기 때

문이다. 이들의 심사는 오히려 정 인 몰입 경험이

병리 수 의 독으로 넘어가는 개인 ·환경 경계

선을 밝히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의된 바와 같이병리 인 수 의미디어 몰입은개

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정책 분야의 오랜 심사가 되어왔다. 하지만 국내 미

디어 분야 연구에서몰입은 서비스에 한이용자의

정 태도를 유도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측하는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정 으로 고려되는 추세가 강하다. 특히 게임이나 온라

인 커뮤니티, e-러닝, 1인 방송 등상호작용이두드러진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몰입을 주제로 한 연구가 하나의

주된 축을 형성해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 먼 김양

은과 박상호[6]·이상만과 이국용[25]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경험하는 몰입감이 게임에 한 만족도와 충

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기했다. 이

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

[8][26],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몰입 경험을 분석한 연구

[7][27], SNS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28], 온라인

UCC 시청 집단이나 인터넷 방송 시청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9][30]등 다양한 뉴미디어 상의 연구들이 몰

입과 미디어 만족 간 계를 정 으로 증명해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유튜 채 역시 인터

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가 능동 으로 선택해

근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에서, 이용자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시청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을 끊임없이 제

공한다는 특성은, 유튜 와이용자 간의 지속 인 상호

작용을 이끄는 기술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연구는 유튜 의 다양한특성 요인이 이용

자의 몰입을 증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만족도를 높

인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브 특 과 몰

3.1 상 용

유튜 를 이용한 시청 경험은 통 미디어에서는 실

이 불가능했던 상호작용의 특성을 가능 한다.

먼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을 연구한 Heeter는 상호

작용성의특징을 6가지측면에서바라본다[31]. 그에 따

르면 상호작용성은 (a)이용자 선택의 다양성, (b)이용

자가 들여야 하는 노력 수 , (c)이용자에 한 미디어

의 반응, (d)시스템 이용에 한 모니터링 가능성, (e)정

보 추가의 용이성, (f) 인 커뮤니 이션 가능성을 의미

한다. 비슷한 에서 상호작용 수 을 기술 측면에

서 고찰한 Steuer는 입출력 장치가 (a)얼마나 빠르게

이용자의 조작에 반응하는가, (b)사용자가 어느 정도

범 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가, (c)사용자의 의도 로

자연스러운 조작이 가능한가에 따라 상호작용 수 을

평가하고 있다[32]. 종합 으로 검토해보면, 뉴미디어

의 상호작용은 ‘미디어 콘텐츠의 선택 가능성’과 ‘미디

어 이용에 한 조작 통제 가능성’을 심으로 한다

고 볼 수 있다[33].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상 랫폼의

확산은 이용자들의 상시청 방식역시 완벽하게 재구

성하고 있다. 통 으로 수용자들은 방송국이 정한 스

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 모여 동일

한 TV 로그램을 시청했다. 반면 뉴미디어 시 의 시

청자들은 IPTV(Internet Protocol TV)나 스마트TV를

설치해 언제든지 선택 시청이 가능한 OTT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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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1인 방송이나웹 드라

마 등 새로운 형태의 상 콘텐츠에 쉽게 근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더 이상 한정되어 있는 수의 미디어와

채 사이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

인이 원하는 공간에서 개인의 시간 여유에 부합하는

미디어를 이용해 자유롭게 상을 소비한다.

이에 더해 유튜 를 비롯한 상 랫폼은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시청하거나 필요에 따라 콘텐

츠를 조작(되감기·빠르게 보기·스킵하기 등)해 볼 수

있는 기회마 자유롭게 제공한다. 앞선 논의에 따르면

단연 높은 수 의 상호작용을 구 하고 있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댓 이나 공유 등의 커뮤니티

기능이나 실시간 방송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

어,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상호작용 기회를 보장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상호작용 특성이 이용자의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

게[34][35], 유튜 의 상호작용 특성 역시 이용자의 몰

입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작용성을 유튜 의 주된 미디어

특성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특성이 이용자의몰입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가설

을 설정했다.

H-1. 유튜 의 상호작용 특성은 이용자의 몰입(즐

거움/주의집 /시간왜곡) 수 에 향을 미

칠 것이다.

3.2 추천 비스 특

최근들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콘텐츠 추천서비

스의 존재가 사회 으로 부각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란 이용자가 랫폼에 속했을 때, 검색

결과 외에도 다양한콘텐츠를 추천받을 수있는 시스템

을 의미한다.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고 다

양한 콘텐츠가 범람하는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는 어떠

한 콘텐츠가 자신의취향에 맞는지 혹은 어떠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경험하는

이 같은어려움을일부 해소시켜 으로써 랫폼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튜 를 비롯한 온라인 상 랫폼 역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극 으로 활용하며, 이용자에게 보다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 분투하고 있

다. 실제로 유튜 추천 시스템이 동 상 이용량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추천 시스템의 도입이

이용자들의 콘텐츠 시청 증가를 유도한다는 결과를 제

시한 바 있다[36]. 이들은 추천 시스템이 단순히 인기

있는 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자신의

심사 흥미와 련된 상을 더 세부 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추가 시청을

이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포털 사업자인

다음(Daum)은 2015년 뉴스 에추천 시스템을도입한

이후, 페이지 체류시간과 1인당 소비 기사수가 증가했

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37]. 이러한 가운데 이용자

들이 인지하는 추천 서비스의 특성이, 이용자의 에

서 미디어 경험을 질 으로 향상시키며 만족을 높이는

가에 한 해답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추천 서비스의 특성이 개인의 미디어 몰입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단서는 다수의 연구

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앞서 Finneran and Zhang[38]

은 몰입을연구함에 있어 미디어가보유한 기술의 속성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라고 손꼽았다. 이들

은 미디어의기술 수 이 이용자가원하는 과업을 효율

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지할 때, 이용자의 몰입 수

이 증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웹사이트나 어 리 이션 등의 미

디어를 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사이트가 제공

하는 정보의 품질이 정확하고 다양하며 새로울수록 이

용자의 몰입이 정 으로 이 진다는 사실을 꾸 히

밝 오고 있다[39][40]. 이때 선행연구들이 말하는 정보

품질은 시스템에 의해산출된 정보와해당 시스템이 제

공하는 콘텐츠의 품질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유튜 추천 서비스의 특성과

도 맞닿아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모바일TV 이용자들의 몰입 경험을 살펴본

Jung, Perez and Wiley[41]는 추천 서비스의 특성과 몰

입 간 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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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구는 콘텐츠가 개인 심사와 한 계가 있

거나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일수록, 최신의 정보일수록,

이용자의 몰입 수 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용자는 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자신

과 련이 없다고 인지하거나, 오래된 콘텐츠가 반복

으로 제공된다고 인지한다면 몰입에 방해를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특정 정보나 콘텐츠를 시청하기

해 유튜 에 속한 이용자들 역시, 추천 서비스가 새

롭고 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미디어 이

용에 도움을 다고 인지할 때 랫폼 이용에 더 몰입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 가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의 특성이 이용자의 몰

입을 유도하며, 궁극 으로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2-1. 유튜 의 추천 서비스 특성 맞춤형 추천

수 은 이용자의 몰입(즐거움/주의집 /시

간왜곡)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유튜 의 추천 서비스 특성 새로운 콘텐

츠 추천 수 은 이용자의 몰입(즐거움/주의

집 /시간왜곡)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3.3 콘 츠 특

콘텐츠 선택권이 으로 개인 이용자에게 주어지

고 있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특정 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특성은 이용자들의 이용의도를 결정짓

는 한 요인이 된다. 때문에 이용자가 질 인 차원

에서 어떠한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며, 어떠한 콘텐츠

를 선호하는가를 악하는 일은 채 사업차 측면에서

꾸 한 심의 상이 되어왔다.

일찍이 인 방송 로그램을 상으로 공익성

에 입각해 시작된 품질 평가에서, 콘텐츠의 질을 어떠

한 기 으로 평가할것이냐에 한 의견은학자들에 따

라 분분하다[42]. 동시에 채 이 제공하는 여러 장르의

로그램들을 동일한 기 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한 문제도 꾸 히 제기되고 있다[43]. 보도 로그램의

경우 객 성이나 공정성, 신뢰성 수 이 주된 평가 기

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드라마나 능 등의 비보도

로그램의 경우 창의성이나 즐거움 등의 요인이 시청

자에게 더 가치 있는 특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은 한 가지 차원으로 특정 랫폼의 콘

텐츠를 평가하기 보다는, 해당 랫폼이 취하고 있는

역할이나 콘텐츠 제공목 을 먼 고심하는 과정이 필

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유튜 와같은 온라인 동 상 랫폼의경우 기존 미

디어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신선한 소재를,

색다른 포맷에 맞춰 제공한다는 을가장 큰특징으로

한다. 유튜 의 이용자는 다수의 에게 일방 으로

송신되는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취향에

맞거나 필요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직 찾아 소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이 능동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 가 다양하다는 은, 온라인 동 상 랫

폼의 주된 특성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여

러 선행연구들은 IPTV나 온라인VOD, OTT서비스 등

뉴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콘텐츠 다양성이 이용자의

정 인 태도나 만족을 이끄는 주요 요인임을 밝 오

고 있다[44][45].

이와 더불어 콘텐츠의 오락성은 온라인 상 시청자

들의 시청 의도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꾸 히

검증되고 있다[46]. 무엇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기

반으로 한콘텐츠의 소비는 즐거움을추구하기 한 목

으로 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44][46][47], 유

튜 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오락성 역시 이용자의 정

경험과 만족을 이끌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연구는 유튜 의콘텐츠 특성이이용자의 몰

입과 만족에 결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H3-1. 유튜 콘텐츠의 다양성은 이용자의 몰입

(즐거움/주의집 /시간왜곡) 수 에 향

을 미칠 것이다.

H3-2. 유튜 콘텐츠의 오락성은 이용자의 몰입

(즐거움/주의집 /시간왜곡) 수 에 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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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유튜 의

다양한 특성들은 이용자의 몰입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

며, 이러한 경험은 랫폼에 한 만족도로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 이러한 에서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이용자의 몰입(즐거움/주의집 /시간왜곡) 수

이 높을수록 유튜 에 한 만족도가 높아

질 것이다.

제시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도식화한 최종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

Ⅲ. 연  

1. 연 상  연 계

본연구는 앞서 논의한 가설들을검증하기 한방법

으로 랜덤 형식의 오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

문조사는 서울 소재 학교 학원에 재학 인

20~30 성인 남녀를 심으로 2018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에 거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인 20~30 연령층은 온라인 동 상

이용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 압도 으로 높게 측정되는

집단이다[2].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유튜 시청 경

험을 분석하기에 합한 상이라 단되었다. 10 연

령층의 경우 20~30 와 마찬가지로 높은 온라인 동

상 이용률을 보이고 있긴 하나, 청소년 집단의 특성 상

성인 집단과는 다른고유의 시청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 측되어 연구 상에서는 제외하 다.

조사의 범 가 학생을 심으로 한정 으로 이

지는 과정에서, 20 반의 여성 이용자 비율이 상

으로 높게 측정되는 등 표집의 인구통계학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하지만 분석결

과 성별과 연령이 주요 변인에 미치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단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인구통계학 변수는모든 분석시 통제변수로 투입

하 다.

신 연구 참여자의 유튜 이용시간은 일일 최소 0

분에서 720분으로 다양하게 측정되었으며, 분포 역시

표 편차 85.3분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

자들의 유튜 이용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해당 표본이 본 연구의 목

인 개인의 인식 수 과 경험, 만족도 간의 계를 규

명하기에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 보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인원은 289명이었으나, 이 가

운데 일부답변이 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

를 제외하고 최종 258부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활용하

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에서 계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 다.

2. 조 적 정

2.1 상 용

먼 상호작용성에 한 문항은 Hoffman and

Novak[20]이 몰입 연구를 해 용한 측정 문항을 번

안해 유튜 에 맞게 수정·작성하 다. 구체 인 측정

항목은 다음(유튜 이용 시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유튜 이용 시 원하는 방식 로 이용

을 통제할수 있다/유튜 는 원하는 정보를즉각 으로

제공한다/유튜 를이용한 검색과정은 어색함 없이 자

연스럽다/유튜 는 양방향 커뮤니 이션을 지원한다)

의 5가지 문항으로 이 졌다.

2.2 추천 비스 특

추천 서비스의 특성은 ‘맞춤형 추천’과 ‘새로운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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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추천’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측정하 다. 이때

맞춤형 추천이란 ‘추천 서비스가 제시하는 콘텐츠가 개

인의기 를 정확하게반 하는정도’를, 새로운 콘텐츠

추천이란 ‘추천 서비스가 제시하는 콘텐츠가 반복 이

지 않고 새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상세 항목은 기술

에 따른 추천 서비스 품질 평가 기 을 차용해[48],

이용자의 으로 변환해 구성하 다.

두 가지 차원에 한 구체 인 항목은 각각 맞춤형

추천(유튜 추천서비스는동 상을 선택하는 데 도움

이 된다/유튜 추천 서비스는 내가 필요로 하는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유튜 추천 서비스는 나에게 한

동 상을 제공한다/유튜 추천 서비스는 나의 흥미를

잘 고려하여 동 상을 제공한다) 4항목과, 새로운 동

상 추천(유튜 추천 서비스는 새로운 동 상에 한

호기심을 자극한다/유튜 추천 서비스가 추천한 상

은 나에게 뜻밖의재미를 선사한다/유튜 추천 서비스

가추천한 상은나에게새롭다) 3항목으로구성하 다.

2.3 콘 츠 특

콘텐츠의 특성은 다양성과 오락성으로 각각 분류해

측정하 다.

먼 다양성의 항목은 뉴미디어 상 랫폼을 상

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체 으로 다음

(유튜 콘텐츠는소재와 형식이 다양하다/유튜 콘텐

츠는 신선하다/유튜 콘텐츠는 트 디한 소재와 주제

를 다루고 있다)의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어 오

락성은 다음(유튜 콘텐츠는 재미있다/유튜 콘텐츠

는 창의 이다/유튜 콘텐츠는 즐거움을 다)의 3가

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2.4 몰

본 연구에서의 몰입은 ‘유튜 를 이용하는 동안 시간

의 흐름이나 다른 생각은 잊어버리고 완 히 빠져들어

즐거움을 느끼는 최 의경험 상태’라고규정한다. 이에

한 측정 척도는온라인 환경에서의 몰입개념을 제시

한 Hoffman and Novak[20]의 연구를 참고해 즐거움과

주의집 , 시간왜곡의총 3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하

다. 몰입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측정한 이유는, 미디어

각 특성이 향을 미치는 몰입의 하 차원을 보다 면

하게 살펴보기 함이다.

측정 항목은 즐거움(유튜 를 시청하는 것이즐겁다/

유튜 를 시청하는 것이 재미있다/유튜 를 시청하는

것이 신난다) 3문항, 주의집 (유튜 를 시청할 때 깊

이 몰두한다/유튜 를 시청할때 강하게 열 한다/유튜

를 시청할때 주의력이 집 된다/유튜 를시청할 때

완 히 념한다/유튜 를 시청할 때 흠뻑 빠진다) 5문

항, 시간왜곡(유튜 시청 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잊어버린다/유튜 시청 시평소와는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느낀다/유튜 시청시 일상 인

시간의흐름을잊는경향이있다) 3문항으로구성하 다.

2.5 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만족도는 ‘유튜 이용 후 이용자가

느끼는 심리 ·정서 만족감’이라고 정의한다. 만족도

에 한 측정은 선행연구[49]를 참고해 4가지 문항(나

는 유튜 이용에 해만족한다/나는 유튜 를 이용하

는 것을 즐긴다/나는 유튜 를 더 많이 이용하길 원한

다/유튜 이용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편이다)

으로 구성하 다. 수집된 모든 문항은 리커트 7 척도

에 따라 측정되었다.

척도(문항 수) 평균(표 편차) 신뢰도

상 용 상 용 (5) 5.42(1.00) .82

추천 비스
특

맞춤  추천(4) 4.98(1.31) .93

새로운 추천(3) 5.00(1.25) .85

콘 츠 
특

다양 (3) 5.43(1.08) .83

락 (3) 5.58(1.01) .84

몰

거움(3) 5.63(1.20) .96

주 집 (5) 4.60(1.40) .95

시간 곡(3) 4.80(1.54) .93

만족도 만족도(4) 4.91(1.12) .88

표 2. 측정척도  신뢰도

분석에 사용된 모든 척도는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뢰도(Cronbach’s α)값이 .70이상으로 나타나 기

치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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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술통계

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68명(26.3%), 여성은 190명(73.6%)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09(SD=3.82)세로 확인되었다.

이어 응답자의 학력은 학교 졸업이하 1명(4%), 학

교 재학 202명(78%), 학교 졸업 23명(8.9%), 학원

재학 이상 32명(12.4%)로 나타났다.

이용자의주 이용수 을 7 리커트척도로확인

한 결과, ‘ 이용하지 않는다’ 2명(0.8%), ‘거의 이용

하지 않는다’ 10명(3.9%), ‘가끔 이용한다’ 16명(6.2%),

‘보통으로 이용한다’ 45명(17.4%), ‘종종 이용한다’ 69명

(26.6%), ‘자주 이용한다’ 66명(25.5%), ‘매우 자주 이용

한다’ 50명(19.3%)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응답자

의 하루 평균 유튜 이용시간은 84.7분(SD=85.3)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다수가

유튜 를 일상 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

지막으로 유튜 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집 193명

(74.5%), 학교 혹은 회사 8명(3.1%), 이동 52명

(20.1%), 기타 휴게장소 5명(1.9%)으로 나타났다.

2. 가 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을 검증함에 앞서 연구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주요 변인외 인구통제학 변인과

이용 수 은 통제 변수로 간주했다. 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아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먼 몰입의 3가지 차원 즐거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유튜 가 제공하는 상호작

용의 특성(β=.197, p<.001), 콘텐츠의 다양성(β=.111,

p<.05), 콘텐츠의 오락성(β=.389, p<.001) 이 즐거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에서

도 콘텐츠의 오락성은 즐거움에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귀분석의 수정된 R제곱 값

은 .584로 결과가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단되었

다.

종속
독립

몰입
만족도

즐거움 주의집 시간왜곡

beta beta beta beta
별 .011 .000 .003 -.010

연령 -.057 -.047 -.181** -.019

용수 .250*** .217*** .355*** .424***

상 용 .197*** .151* .075 .175**

맞춤 추천 .067 .057 .014 .120*

새로운추천 .044 .220** .200** .045

다양 .111* .081 .053 .110*

락 .389*** .184* .167* .215***

수정 R제곱 .584 .364 .365 .576

몰

거움 - - - .145*

주 집 - - - .056

시간 곡 - - - .175**

수정 R제곱 - - - .613

표 3. 가 검  한 계적 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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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몰입의 3가지 차원 주의집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상호작용의 특성(β=.151,

p<.05), 새로운 콘텐츠 추천(β=.220, p<.01), 콘텐츠의

오락성(β=.184, p<.05)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드러났다. 그 특히 추천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

츠가 얼마나신선하고새로운가에 한 요인이타 요인

에 비해 주의집 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확인되

었다. 해당 회귀분석의 수정된 R제곱 값은 .364로 결과

의 설명력이 만족할 만하다고 사료되었다.

한편, 몰입의 3가지 차원 시간왜곡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요인은 새로운 콘텐츠 추천(β=.200, p<.01)과

콘텐츠의 오락성(β=.167, p<.05)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의 수정된 R제곱 값은 .365로 역시 만족할만한 설명력

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몰입의 3가지 차원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즐거움(β=.145, p<.05)

과 시간왜곡(β=.175, p<.05)이 모두만족에 유의한 향

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단, 주의집 은 유의한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수정된 R제곱 값은

.618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추가로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유튜 의 특성이 종속

변인인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 다.

그 결과, 새로운 추천(β=.045, p=.387)을 제외한 상호작

용성(β=.175, p<.01)과 맞춤형추천(β=.120, p<.05),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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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다양성(β=.110, p<.05), 콘텐츠의 오락성(β=.215,

p<.001)이 모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콘텐츠의

오락성으로 드러났다. 수정된 R제곱 값은 .576으로 높

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설에서 제시한 유튜 의

특성 맞춤형 추천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이

용자의몰입 하 차원에 일부 혹은 모두 향을 미친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지

만, 가설 1, 가설2-2, 가설3-1, 가설3-2는 채택되었다.

이 에서도 가설3-2에서 제시한 콘텐츠의 오락성은 몰

입의 3가지 하 차원에 모두 향을 미치는 가장 요

한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몰입과의 계에서 유의

미한 향을 보여주지 못한 맞춤형 추천은, 만족도에는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추가 으로 확인되

었다. 이와 반 로 새로운 콘텐츠 추천은 몰입 주의

집 과 시간왜곡의 차원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그러한 경험이 만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

다. 마지막으로 몰입의 하 차원 즐거움과, 시간왜곡

이 유튜 만족도에 향을 미침에따라 가설4 역시 채

택되었다.

3. 매개 과 검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 and

Kenny[50]가 제시한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활

용하 다. 앞선 회귀분석결과, 주의집 은만족에유의

할 만한 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기에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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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몰입의 하 차원 즐거움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해 [표 4]와 같은 3단계의조건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상호작용성과 콘텐츠의오락성 변인만이 1

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때 상호작용성이 2단계에서 보여주는효과가 3단

계에서 보여주는 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즐거움이 부분매개를 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콘텐츠의 오락성 변인은 3단계에서의 효과가 유

의하지않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만족과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다고 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몰입의 하 차원 시간왜곡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 다. 그에 한 분석 역시 [표 5]에서 명시하

는 바와 같이 3단계로 이 졌다. 분석 결과 1단계, 2단

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변인은 콘텐

츠 오락성이었다. 이때 오락성 변인은 3단계에서 유의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왜

곡이 만족과의 계를 완 매개하고 있다고 단되었다.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1단계

상 용

시간 곡

.075

맞춤  추천 .014

새로운 추천 .200**

다양 .053

락 .167*

2단계

상 용

만족도

.175**

맞춤  추천 .120*

새로운 추천 .045

다양 .110*

락 .215***

3단계(독립)

상 용

만족도

.125*

맞춤  추천 .105*

새로운 추천 -.009

다양 .080

락 .119

3단계(매개) 시간 곡 .175**

표 5. 몰 -시간 곡  매개 과 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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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1단계

상 용

거움

.197***

맞춤  추천 .067

새로운 추천 .044

다양 .111*

락 .389***

2단계

상 용

만족도

.175**

맞춤  추천 .120*

새로운 추천 .045

다양 .110*

락 .215***

표 4. 몰 - 거움  매개 과 검  결과

3단계(독립)

상 용

만족도

.125*

맞춤  추천 .105*

새로운 추천 -.009

다양 .080

락 .119

3단계(매개) 거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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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결론

본 연구는 사회 으로 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상 랫폼, 유튜 의 이용자 인식과 몰입 경험, 만족

수 을 살펴보고 세 변인 간 계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 유튜 가 제공하는 다양한 특성이

이용자의 몰입 경험에 실질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

고 있는가를 이론 으로 고찰하고, 궁극 으로 이용자

의 만족을 해유튜 를 비롯한 OTT서비스 제공자가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것이 본 연

구가 지향한 바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 명에 한 논

의와 함께 뜨거운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추천 서비스의

존재가, 이용자의 몰입 만족에 논의할 만한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데 큰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논의는 최종진행된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할만

한 이론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유튜 이용자들의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오락과 즐거운 경험’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콘텐츠의 오락성은 정 인 경험으로서의 몰입에

도, 몰입을 매개로 한 만족 수 에도 가장 유의한 향

을 미치고 있었다. 몰입의 하 차원 에서도 즐거움의

변인이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

다. 이는 이용자들이 유희 욕구를 충족하기 해 유튜

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 는 콘텐츠를 시청해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욕구를 해소하기 때문

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몰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필요에 의한외재 동기보다는 개인의 정 경

험이라는내재 동기에 뿌리를두고 있다는사실을 상

기시켜주는 결과이다[4][5].

둘째, 추천 서비스의 품질은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하

는 이용자의 도구 목 에 부합할 때 만족에 직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추천 서비스가

지속 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콘텐츠들은 이용자의 주

의를 집 시키고 시간에 한 흐름을 잊게 하지만, 그

러한 경험이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 다.

이에 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 추천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기 가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

보다는 개인 취향에 맞는 정확한 정보의 추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작용성의 논의에서도

언 했듯이 뉴미디어의 이용자들은 자기 주도 인 행

를 통해 콘텐츠를 선별 으로 소비하는 존재이다

[23]. 미디어가 제공하는 자발 선택의 범 와 통제

이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일반 인 결과이다[24][25]. 따라

서 자신의 선택 콘텐츠 시청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

술 편의는 랫폼에 한 정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자발 인 목 과는 별개로 추천 서비스의

의해 유도된 몰입이 지속된다면, 이는 오히려 개인의

통제감이나 자발성에 한 인식을 낮추고 의도하지 않

은 시간 소비를 래해 부정 인 감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은 Csikszentmihalyi[4][5]가 개인 행

의 목 지향성을 강조하며, 충분히 동기화된 개인이

특정한 목 을 가지고행동할 때 몰입 경험이추동된다

고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황하성과 박성복은 미디어

만족은 해당미디어에 한 이용자의기 욕구가 충분

히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 ·정서 만족감이라

고 설명한다[39]. 이러한 개념을 감안한다면 유튜 추

천 서비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콘텐츠는 이용자의 기

를 넘어선부가 정보라는 에서 만족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맞춤형 추천이 이용자의 가치 을 지지하거나

입맛에 맞춘 콘텐츠만 필터링해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도를 높 을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제기될 수 있

다. 동일한 에서 새로운 콘텐츠의 추천은 자신의

가치 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정보의 반복 노

출로 여겨져채 에 한 만족도로연결되지 못했을 것

이다. 이러한 해석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개인성향

에 따라 필터링 된 정보만을 지속제공함으로써오히려

이용자의 편견을 확증·심화시킬 수 있다는 ‘필터버블

(filter bubble)’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기술 편의를

해 도입된추천서비스가오히려 이용자의 과귀를 멀

게 하고 있다는 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본 연

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추천 서

비스의 필터버블 효과와 연계해 고려해 볼만한 시사

을 던지고 있다.

셋째, 만족에 한 몰입의 직 , 매개 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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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었다. 이는 미디어 이용자의 정 경험으로서

몰입의 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 하지만 몰입의 하 차원으로 꾸 히 제기

되어 온주의집 의요인이 만족에 유의할만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

이 있다. 이는 이동성이나 멀티 기능의 제공이라는 모

바일의 특성이, 완 한 념이나 몰두 경험에는 치되

는 성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유튜 는댓 이나사회 시청등의 부가기능을 제공

한다는 에서, 상 자체에만 주의를 집 해 시청하기

에는 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 그 다면 추후 모

바일을 이용한 미디어 몰입 연구에서는, 같은 상황

을 고려해 몰입의 척도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론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앞으로 OTT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실무 의의 한

제공하고 있다. 재 국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동 상 랫폼들의 추천 서비스 도입 물결이 거세

다. 하지만 기술의 발 속도와는 달리,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경험이 질 으로 변화하 는가에

한 실증 고찰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분

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정확한 추천 서비스는 이

용자들의 랫폼 이용에 도움이되는 유용한부가 기능

으로서, 이용자의 만족감 형성에 일조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이용자의 길을 끄는 새로운 콘텐츠의 지속 제

공은, 이용자의 궁극 인 만족과는 큰 련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용자로 하여 시간

의 흐름을 잊게 해이용시간을증가시키는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검증되었다. 이는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미디어 과몰입을 야기할수 있다는사회 우려

에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정량 으로 유추

되어 온 추천 서비스의 효과를 이용자 경험 차원에서

탐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단 이러한 효과가 궁극 으

로 이용자의 즐거운 감정을 이끌어내는가에 한 해답

은 아직 회의 으로 보인다. 유튜 가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원하는 콘텐츠를 추천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 수단이다. 인터넷 세상을 항해

하는 이용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나

침반일 뿐, 그 자체가 항해의 목 이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Finneran and Zhang[28]이 명시했듯 미디어

의 기술 수 은 이용자가 원하는 과업을 효율 으로 완

수할 수있도록 지지할 때 몰입을 증 시킬 수 있다.

요한 해답은 이용자가 ‘원하는 과업’이제 로충족되었

는가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상기의 결과들은 이용자 측면에

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시사 을 제시한다는 에서,

앞으로의 추천 서비스 발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될 듯

하다. 한편 유튜 가 제공하는 상호작용 특성은 이용자

의 정 경험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앞

으로도 꾸 히 발 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재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이나 커뮤니

티 기능을 비롯해, 이용자의 자발 참여를 이끄는 보

조 기능들이 지속 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꾸 히 언 되었듯이 미디어의 기술력을 논

하기에 앞서더 요한것은 재 고흥미로운콘텐츠의

존재 유무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상을 시청

하는 이용자들의 기 에는 미디어를 통해 즐거운 경험

을 하고자 하는 기 욕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추천서비스 등미디어 기술발 에

한 고민에 앞서, 항상 양질의 재 는 콘텐츠를 제공

하는 것을 선행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이론 ·실무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몇 가지 한계 이 나타났다. 먼 설

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한계가존재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들은 재 학교에 재학 인 20

반의 여학생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에서,

이들의 인식을 20-30 연령층 반으로 확 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변인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상인 20-30 연령층 뿐 아니라 최근 새로운

유튜 이용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년층을 포함

해 분석을 실시하다면 보다 풍부하고 차별화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 된다.

몰입의 정도에 따른 ·부정 효과를세 하게 살펴

보지 못했다. 이론 논의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과

한 몰입의 수 은 독의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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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추천 서비스와 더불어 이 진

높은 시간왜곡 수 은 과한 몰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고려해 보다

세 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다

소 포 으로 측정된 유튜 콘텐츠의 특성도 추후 장

르별, 국가별 차이에 따라 세부 으로 검토한다면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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