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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으로 K-beauty의 관심이 높아지고, 뷰티산업 종사자들도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를 시청하며 최신 트랜드를 교류하고 있어 유튜브 콘텐츠의 이용동기와 신뢰도,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의 관계를 살펴

보고, 향후 뷰티 종사자의 콘텐츠 소비 또는 제작 시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하였고, 그 결과 콘텐츠 이용동기, 신뢰도, 만족도, 지속이용의도 간 상호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콘텐츠 이용동기가 유튜브 콘텐츠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의 영향이 나타

났으며, 콘텐츠 신뢰도가 유튜브 콘텐츠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차별화 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제작으로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헤어미용, 유튜브, 콘텐츠 이용동기, 콘텐츠 신뢰도, 콘텐츠 만족도, 콘텐츠 지속이용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reliability, 

satisfaction, and sustainability of YouTube content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needed for content 

consumption or production of beauty workers in the future as K-beauty's interest is increasing due to the 

global Hallyu craze, and beauty industry workers are also watching YouTube hair care content and 

exchanging the latest trends. The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recovery analysi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ivation for content use, reliability,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was shown, the motivation for content 

u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and the impact of content reliability on YouTube content satisfaction and 

sustainability (a significant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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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매일 수억 시간을 할애하여 시

청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다. 바로 유튜브(YouTube) 

이다. 2005년에 설립된 유튜브는 88개국 이상의 국가에

서 76개의 언어로 탐색할 수 있다[1].

유튜브는 동영상 시청을 유도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의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커뮤니케이션 분야

로 주목받으며 급속도로 발전하였다[2].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면서 동영상 서비

스를 제공 하고 있는 유튜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온

라인 소비가 익숙한 젊은 세대는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

어 방송을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 하며, 1

인 방송 형태로 진화해 신종 직업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인플루언서 등과 같은 1인 미디어로 활동하고 있다

[3]. 원하는 정보를 글이나 사진으로 받아들여 왔던 과거

와 달리 동영상 콘텐츠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욕구가 높아

지고,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가 

신종 직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4].

유튜브 시청의 증가로 뷰티콘텐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으로 K-pop, 한국 드

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K-beauty로 연결되

어 뷰티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5]. 

뷰티를 주제로 한 뷰티크리에이터 ‘포니’, ‘이사배’, ‘씬님’ 

등 다수의 뷰티크리에이터들이 방송출연도 하는 등 연예

인처럼 대중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성

장세를 짐작할 수 있다[6]. 뷰티관련 유튜브 콘텐츠 중 헤

어미용 유튜브 콘텐츠는 헤어스타일링, 커트, 염색, 탈색, 

두피스케일링, 헤어클리닉, 제품소개 및 사용방법 등 다

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뷰티산업 종사자들도 유튜브 컨텐츠를 시청하며 최신 

트랜드를 교류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를 통

해 자신의 영업장이나 테크닉 등을 홍보하기도 한다. 따

라서 유튜브 콘텐츠의 이용동기와 신뢰도, 만족도, 지속

이용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뷰티 종사자의 콘텐츠 

소비 또는 제작 시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이용동기란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실용적인 구매·이용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과 같은 외적요인과 기분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등

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동기여부를 갖고 있고[7]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8].

콘텐츠 신뢰도란 상대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믿고 수용

하고자 하는 정도로, 신뢰 대상에 대해 이용자가 내리는 

주관적 판단이다[9]. Han & Im [10]은 온라인 상에서 시

청자들은 불확실성에 노출되기 쉽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낮춰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Kwon & Kim [11]은 뷰티콘텐츠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나와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있는 영

상이나 시간절약을 할 때 만족과 신뢰한다고 하였고, 신

뢰도는 만족도와 더불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콘텐츠 만족도란 소비경험을 토대로 기대치와 소비의 

결과에 대해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

다[12]. 즉 콘텐츠를 경험하고 나타나는 감정적인 평가를 

말한다. Seo(1999)은 만족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

한 뒤 서비스의 재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

다[13]. Lee at al.,〔14]은 사용자의 콘텐츠 만족도가 증

가하면 할수록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콘텐츠 지속이용의도란 서비스나 제품 이용 후 결과가 

만족스러워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본인의 마음

가짐을 뜻한다[15]. Kim〔16]은 지속이용의도는 시청자

를 확보하고 나아가 시청률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고 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느낀 만족감이 향후 

지속이용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소비자의 예측변

수라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뚜렷하게 나타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유튜버가 증가하고, 뷰티관련 컨텐츠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높은 조회수로 나타나고 있다. 

유튜버들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

며 유명 유튜버들의 추천이나 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신뢰를 쌓아가며 구독자들의 행동을 바

꾸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유튜버의 

프로필 정보, 평점, 전문성, 사용자간 관계로 신뢰도를 파

악하고, 신뢰감을 느끼는 유튜버의 서비스를 모방하며 개

인의 구매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17,18].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와 

신뢰도가 콘텐츠 만족도 및 지속이용의도와의 관계를 검

증하여 헤어미용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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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행자가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는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헤어미용 관련 유튜브 콘텐츠 이용 및 개발 시 콘텐츠 질

을 고려한 시청과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목적을 둔다.

첫째,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와 만족도, 지속이용

의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와 만족도, 지속이용의

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헤어미용 콘텐츠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의 관계

를 알아본다.

넷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유튜브 트랜드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헤어미용인들의 유튜브컨텐츠 신뢰도가 컨

텐츠 만족도와 지속의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

하는 뷰티종사자 중 헤어미용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 430

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07월 10일부터 08월 10일까지 1

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질문지는 총 430부를 배부하여 415

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

한 6부를 제외한 40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4문항,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 11문항, 신뢰도 9문

항, 만족도 5문항, 지속이용의도 5문항으로 총 34개의측정

문항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있다[19-23]. 측

정도구 구성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Configuration Content

Division Contents
Preceding 

Research

Number of 

Questions

general

Character

istic

Gender (1)

Age (1)

Number of uses (1)

Usage time (1)

M. S. Choi.

(2020)
4

motive

Informatics (4)

Entertainment (4)

Interactionability (3)

M. H. Yang.

(2020)
11

Confiden

ce

moderator reliability (4)

Content Reliability (5)

J. H. Lee. 

(2018)
9

satisfacti

on level
Satisfaction (5)

I. J. Lee.

(2019)
5

Consiste

nt 

Intention

Consistent Intention (5)
S. B. Kim.

(2020)
5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 26.0을 이용하여 처리하

였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

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헤어미용 콘텐츠 이

용동기와 신뢰도, 만족도 및 지속이용의도의 상관성을 알

아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regre

ssion)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

였다

3. 분석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표본은 헤

어미용 유튜브 콘텐츠를 이용하는 있는 총 409명이다. 

성별은 남성 100명(24.4%), 여성 309명(75.6%)이다. 

연령은 20대 43명(10.5%), 30대미만 111명(27.1%), 40

대미만 104명(25.4%), 50대미만 64명(15,6%), 50대이

상 87명(121.3%)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헤어미용 177명(54.6%), 

피부미용 68명(21%)이고, 유튜브 이용횟수는 일일 1회 

55명(35.7%), 2-3회 126명(30.8%), 4-5회 92명

(22.5%). 6-7회 17명(4.2%), 8회 이상은 119명(29.1%)

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일 8회 이상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유튜브 1회 시청시간은 30분미만 146명(35.7%), 

30분-1시간 100명(24.4%), 1시간-1시간30분 49명

(12.0%), 1시간30분-2시간 36명(8.8%), 2시간이상 78

명(19.1%)으로 조사되었으며, 일회 30분미만 시청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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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00 24.4

female 309 75.6

Total 409 100.0

Age

Under 20 43 10.5

20∼29 111 27.1

30∼39 104 25.4

40∼49   64 15.6

50 years old 

or older
87 21.3

Total 409 100.0

Youtube

using 

count per 

day

1 time 55 13.4

2∼3times 126 30.8

4∼5times 92 22.5

6∼7times 17 4.2

8 or more times 119 29.1

Total 409 100.0

Youtube 

watching

time it 

once

Under 30min 146 35.7

30min∼1H’ 100 24.4

1H∼1H’ 30min 49 12.0

1H 30min∼2H’ 36 8.8

Over 2H’ 78 19.1

Total 409 100.0

3.2. 콘텐츠 이용동기의 타당도와 신뢰도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의 타당성 검증을 위

해 요인 분석한 결과로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이

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회전방법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05 이상인 

경우에 유효하게 적용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Bartlett의 구성형 검증을 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MO 지수를 산출

하였다.

유튜브 콘텐츠 이용동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와 같다.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 11문항은 3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KMO 지수는 .922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

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2=5034.904, p<.00

1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전

체변량(total variance)은 80.7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3개의 요인은 정보성, 오

락성, 상호작용성으로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정보성 .913, 오락성 .910, 상호작용성 .881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924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

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3. Feasibility of YouTube hair Beauty using 

motivatio.

item
factor Commo

nality1 2 3

MII

Question6 .866 .264 .149 .841

Question7 .843 .287 .118 .785

Question5 .820 .209 .263 .808

Question8 .794 .166 .296 .745

RN

Question3 .145 .871 .178 .811

Question1 .291 .829 .229 .824

Question4 .263 .825 .293 .836

Question2 .353 .713 .352 .757

IN

Question10 .224 .275 .860 .866

Question11 .142 .277 .831 .787

Question9 .311 .221 .798 .781

Eigenvalue 6.286 57.142 57.142

Variance (%) 1.426 12.964 70.105

Cumulative (%) 1.129 10.268 80.373

Cronbach's α .9 1 0 .913 .881

Total Cronbanch’ .924

KMO=.922   χ2=5034.904  p<.001  

MI : Ministry of Information
RN : Recreational Nature
IA : Interaction Ability

3.3. 콘텐츠 신뢰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Table 4은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의 측정도

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로 9문항은 2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KMO 지수는.910로 표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
2=2711.179 p<.001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

임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76.056%

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은 내용 신뢰

도, 진행자 신뢰도로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내용신뢰도 .909, 진행자신뢰도 .904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신뢰도 값은 .926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

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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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asibility of YouTube hair Beauty reliability 

item
factor

Commonality
1 2

CR

Question7 .863 .183 .778

Question8 .836 .243 .758

Question6 .782 .386 .761

Question9 .754 .326 .675

Question5 .676 .509 .716

MR

Question4 .241 .877 .827

Question3 .245 .869 .814

Question2 .333 .835 .809

Question1 .404 .738 .707

Eigenvalue 5.676 1.169

Variance (%) 63.070 12.986

Cumulative (%) 63.070 76.056

Cronbach's α .904 .909

Total Cronbanch’ .926

KMO=.910  χ2= 2711.179  p<.001 

CR : Content Reliability,
MR : Moderator Reliability,

3.4. 콘텐츠 만족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Table 5는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만족도 측정도구

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로 5문항은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KMO 지수는 .832로 표본의 적합성

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2=1253.544 

p<.001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70.558%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1개의 요인은 만족도 하

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만족도 .895로 나

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5. Feasibility of YouTube hair Beauty satisfaction level

item
factor

Commonality
1

SL 

Question2 .870 .758

Question3 .849 .720

Question1 .845 .714

Question4 .836 .699

Question5 .798 .637

Eigenvalue 3.528

Variance (%) 70.558

Cumulative (%) 70.558

Cronbach's α .895 

KMO=.832   χ2=1253.244  p<.001

SL : Satisfaction Level

3.5.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Table 6는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지속이용동기 측

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 5문항은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KMO 지수는.884로 표본

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

2=1415.573 p<.001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

임이 확인되었고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75.270%

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1개의 요인인 지속이용

의도 하위요인의 신뢰도 값이 지속이용의도 .917로 나타

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6. Feasibility of YouTube hair Beauty consistent 

intention

item
factor

Commonality
1

CI

Question2 .898 .806

Question4 .874 .763

Question3 .871 .759

Question5 .856 .733

Question1 .838 .702

Eigenvalue 3.764

Variance (%) 75.270

Cumulative (%) 75.270

Cronbach's α .917

KMO=.884   χ2=1415.573    p<.001

CI : Consistent Intention

3.6.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 신뢰도, 만족

도, 지속이용의도의 상관관계

Table 7은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 신뢰도,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

과를 살펴보면 유튜브 콘텐츠 정보성이 오락성(r=.578)

과 상호작용성(r=.524), 내용 신뢰도(r=.579), 진행자신

뢰도(r=.492), 만족도(r=.616), 지속 이용 의도(r=.776)

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오락

성은 상호작용성(r=.602), 내용 신뢰도(r=.552), 진행자 

신뢰도(r=.498), 만족도(r=.662), 지속이용의도(r=.673)

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호

작용성은 내용 신뢰도(r=.482), 진행자 신뢰도(r=.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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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IV B SE β t sig. T VIF

SL

C .959 .125 7.653 .000

MI .294 .040 .315 7.271 .000 .618 1.619

RN .309 .036 .397 8.610 .000 .542 1.844

IN .113 .036 .138 3.118 .002 .591 1.693

R=.729 R²=.532  F=153.405  p<.001   D-W= 1.828

***P<.001
DV : Dependent Variable

IV : Independent Variable

C : Constant

T : Tolerancing

만족도(r=.542), 지속이용의도(r=.554) 또한 내용 신뢰

도는 진행자신뢰도(r=.672), 만족도(r=.842), 지속이용

의도(r=.719)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진행자 신뢰도는 만족도(r=.635), 지속이용의도

(r=.590)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r=.794)도 통계적 유의한 정적

(+)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7. Correlation of using motivation, reliability, 

satisfaction, Intention to use YouTube hair 

Beauty content continuously

MI RN IN CR MR SL CI

MI 1

RN .578** 1

IA .524** .602** 1

CR .579** .552** .486** 1

MR .492** .498** .391** .672** 1

SL .616** .662** .542** .842** .635** 1

CI .776** .673** .554** .719** .590** .794** 1

**P<.01 ***P<.001
MI : Ministry of Information, 
RN : Recreational Nature, 
IA : Interaction ability
CR : Content Reliability,
MR : Moderator Reliability, 
SL : Satisfaction Level,
CI : Consistent Intention

3.7.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가 콘텐츠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가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값이 1.828로 2에 가

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공차 .542-.618 이였으며, VIF 값은 1.619-

1.8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튜브 콘텐츠 이용동기가 콘텐츠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

은 .729이였으며 결정계수(R²)가 .532로 나타나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53.2%로 나타났다. 회

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3.405, p<.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식이 적합

함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

보성(β=.315, t=7.271, p<.001), 오락성(β=.397, 

t=8.610, p<.001), 상호작용성(β=.138, t=3.118, p<.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8. The Influence of Youtube Hair Beauty Content 

Motivation on Content Satisfaction

3.8.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가 콘텐츠 지

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가 콘텐츠 지속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값은 1.886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고 독립적

으로 나타났으며, 공차 .542-.618 이였으며, VIF 값은 1.

619-1.8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콘텐츠 이용동기가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관계수(R)은 .826이였으며 결정계수(R²)가 .681로 나타

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68.1%로 나타

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88.852,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

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으

로 정보성(β=.560, t=15.698, p<.001),오락성(β=.302, 

t=7.937, p<.001),상호작용성(β=.078, t=2.148,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Table 9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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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Influence of YouTube Hair Beauty Content 

Use Motivation on Content Continuous Use 

Intention

DV IV B SE β t sig. T VIF

CI

C .552 .108 5.097 .000

MI .549 .035 .560 15.698 .000 .618 1.619

RN .247 .031 .302 7.937 .000 .542 1.844

IN .067 .031 .078 2.148 .032 .591 1.693

R=.826 R²=.681  F=288,852 p<.001  D-W= 1.886

***P<.001

3.9.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콘텐츠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 - 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urbin-Watson값은 1.908로 2에 가까

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에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

으며, 공차 .548 이였으며, VIF 값은 1.823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관계수(R)은 .847이였으며 결정계수(R²)가 .718로 나타

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71.8%로 나

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516.1

17,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

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내용 신뢰도(β=.757, t=21.267, p<.001),진행

자 신뢰도(β=.126, t=3.54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0와 같

이 나타났다.

Table 10. The Influence of YouTube Hair Beauty 

Content Reliability on Content Satisfaction

DV IV B SE β t sig. T VIF

SL

C .474 .096
4.93

2
.000

CR .748 .035 .757 21.267 .000 .548 1.823

MR .111 .031 .126
3.54

4
.000 .548 1.823

R=.847 R²=.718   F=516.117  p<.001 D-W= 1.908

***P<.001

3.10.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콘텐츠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콘텐츠 지속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이 1.796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에 자기기 상관의 문제가 없고 독립

적으로 나타났으며, 공차 .548 이였으며, VIF 값은 1.823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콘텐츠 지속이용의

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

은 .733이였으며 결정계수(R²)가 .538로 나타나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53.8%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36.180,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내용 신뢰도(β=.589, t=12.917, p<.001),진행

자 신뢰도(β=.194, t=4.26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1. The Influence of YouTube Hair Beauty 

Content Reliability on Content Intention to 

Continue Use

DV IV B SE β t sig. T VIF

CI

C .911 .129
7.06

1
.000

CR .609 .047 .589 12.917 .000 .548 1.823

MR .180 .042 .194
4.26

5
.000 .548 1.823

R=.733    R²=.538   F=236.180   p<.001   D-W= 1.796

***P<.001

3.11.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만족도가 콘텐츠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만족도가 콘텐츠 지속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결과는 Durbin-Watson값이 1.964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

으며, 공차 1.000 이였으며, VIF 값은 1.000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콘텐츠 만족도가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

수(R)은 .794이였으며 결정계수(R²)가 .630로 나타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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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63%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693.116,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족도(β=.794, t=26.327, p<.001)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1. Effect of YouTube Hair Beauty Content 

Satisfaction on Content Intention to 

Continue Use

DV IV B SE β t sig. T VIF

CI

C .772 .112 6.908 .000

SL .832 .032 .794 26.327 .000 1.000 1.000

R=.794   R²=.630   F=693.116  p<.001   D-W= 1.964

***P<.001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와 신

뢰도가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

중회귀분석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

에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 신뢰도, 만족

도, 지속이용의도 상관관계는 정보성, 오락성, 상호작용

성, 콘텐츠신뢰도, 진행자신뢰도, 만족도, 지속이용의도 

간에는 상호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가 유튜브 콘텐

츠 만족도, 지속이용의도 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

향이 나타났다.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유튜브 

콘텐츠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

향을 나타내었고,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만족도가 유튜

브 콘텐츠 지속이용의도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향

을 나타내었다. 그 중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신뢰도가 유

튜브 콘텐츠 만족도에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나타났다. 

4.2. 제언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기초로 하여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 이용동기의 오락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순으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

은 정보에 대한 홍수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은 오락성 및 

정보성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연

구결과는〔24,25〕의 연구에서는 유튜브의 브이로그 이용 

동기와 습관은 시간보내기에서 정보추구, 오락 및 휴식에

서 관음 주의적 이용자 특성을 개방성, 감정적 동일시하고 

만족도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향력이 있으며 브이로

그에 대한 이용 만족 역시 지속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성을 보였다.

Yang〔26〕의 연구에서는 헤어 서비스 종사자의 유튜브 

이용동기가 콘텐츠 이용만족도 및 활용도 연구에 의하면 

유튜브 헤어콘텐츠 이용동기가 이용만족도에 정보성, 오락

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요인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오락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차이를 보였다. 

Moon & Kim〔27〕의 연구에서는 뷰티 전공자의 유튜

브 뷰티 콘텐츠 이용동기와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의 연구

에서 뷰티콘텐츠 이용동기는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동기중 정보성, 다양

성, 유희성, 신뢰성은 다양성을 선호하는 것은 다양한 뷰

티콘텐츠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신뢰도의 내용 신

뢰도, 진행자 신뢰도 순으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지

속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30〕의 연구에

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지속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콘텐츠 내용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유튜

브 교육의 강좌 진행자에 대한 신뢰도는 콘텐츠 만족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결과는 내용의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지속적인 이용의도는 

상호작용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와 유사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유튜브 헤어미용 

콘텐츠는 소비자가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신

뢰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성을 바탕으로 재

미와 흥미를 주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 은

지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더불어 흥미뿐만 아니라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

를 넣어 이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만족도가 높고 현장 활용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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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콘텐츠의 더 많은 이용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

브 이용자의 유입을 이끌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정확

하고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지속적인 콘텐츠 이용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유튜브의 특성

을 고려해 요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본연구의 한계점

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 콘텐츠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차별화 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제작으로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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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건학 석사

․ 2020년 02월 : 동덕여자대학교 보

건향장학 박사 수료

․ 2020년 9월 ~ 현재: 김포대학교 강

사

․ 관심분야 : 미용, 향장, 보건, 통계 등

․ E-Mail : bbeum8912@naver.com

오 승 현(Seung-Hyun Oh)   [정회원]

․ 2018년 2월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

학 석사

․ 2020년 7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 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미용, 마케팅, 경영, 통계 등

․ E-Mail : eev0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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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은 정(Eun-Jung Ma)            [정회원]

․ 2019년 02월 : 한성대학교 예술학 

석사

․ 2020년 08월 ~ 현재: 원광대학교 

뷰티디자 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미용, 향장, 보건, 통계 

등

․ E-Mail : maganai@naver.com

윤 수 미(Su-Mi Yun)   [정회원]

․ 2020년 8월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원 뷰티예술학 석사

․ 2020년 9월 ~ 현재 : 김포대학교 

강사

․ E-Mail : ysoomi4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