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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의 바른 사용과 관련된 용어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총 11명의 패널을 대상으
로 델파이 설문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유튜브 사용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추측한 결과, 현재보
다 다양하고 활발히 사용될 것이나 가짜 뉴스나 중독적 사용 등의 부적응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었
다. 둘째, 올바른/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에 대한 용어로는 ‘적응적 사용’과 ‘부적응적 사용’을 도출하였다. 셋째, 올바
른 유튜브 사용의 구성 요소로는 정보 및 콘텐츠 선별 능력, 자기조절 능력, 정보 습득 및 전달 능력, 사용 동기 및 
욕구 파악, 사용 시간 조절 능력,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성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 유튜브, 선용(善用), 적응적 유튜브 사용, 부적응적 유튜브 사용, 델파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erms and components related to the proper use 
of YouTube. The Delphi was conducted on 11 panel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how the use of YouTube will change in the future, it is agreed that it will be used more 
actively and more diverse than now, but that maladaptive problems such as fake news and addictive 
use will occur. Second, the terminology of proper/improper use of Youtube was derived as 'adaptive 
use' and 'maladaptive use'. Third, as a result of the components of adaptive use of YouTube, it is that 
were ‘Information and content sorting ability’, ‘Self-regulation ability’, ‘Information acquisition and 
delivery ability’,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desire to use’, ‘Time-of-use control ability’, 
‘Consideration of ripple effec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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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유튜브 개요

유튜브(YouTube)는 사용자 개인 채널에 콘텐츠를 업
로드할 수 있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업로
드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도 시청할 수 있는 매체이다. 유튜브는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1], 인
터넷 사용자의 79%가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2].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3만 3천 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19년 4월 유튜브 총 사용 시간
은 388억 분에 달했다[3].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
용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사용률은 
94.6%였고 전체 사용자의 93.7%가 유튜브를 사용해 네
이버(43.1%), 넷플릭스(2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튜
브의 주 사용 서비스는 동영상 시청(90.0%), 채널 구독
(67.0%), 음악 감상(65.1%), 정보 검색(55.3%), 공감/비
공감 클릭(29.5%) 순으로 나타났다[4].

유튜브는 크리에이터(1인 방송인)를 통한 커뮤니티 운
영과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의 쌍방향 소통 기능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SNS로 분류된다[5]. 한국인터넷진흥원
[6]에서는 SNS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데 1세대 SNS는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가 온라인으로 확
장된 것으로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중심인 싸이월드, 
네이버 카페 등이 있고 2세대 SNS는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로 확장되며 개인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중심인 페이
스북, 트위터, 카카오 등이 있으며 3세대 SNS는 특정 주
제를 중심으로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인스
타그램, 링크드인 등이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유튜브는 
콘텐츠 사용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이 특정 관심사(‘큐레
이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3세대 SNS의 
특징과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인 
기존 SNS와는 다르게 영상 기반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는 차별성을 가진다[7]. 또한, 유튜브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
의 몰입을 유도하는데[8], 유튜브 사용자는 이를 통해 다
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공감대와 동질감을 느끼며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
게 된다[9].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는 반대로, 유튜브 사용자들은 
미디어 중독과 유해정보의 확산, 크리에이터에 대한 불

신, 과도한 광고와 충동구매 유발,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Klobas 등
[10]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동기보다 오락 동기로 인해 
유튜브를 사용했을 때 더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증적이거나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은 유튜브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
구를 살펴보면, 유튜브의 과도한 사용은 초등학생이 지각
하는 부모의 애정,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11], 대
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2 선용적 관점
과거에는 과도한 매체 사용을 주로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독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13] 의학계에서 과도한 게임 이용을 질병 
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그 예다. 이러한 질병 모델은 
중독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생물학적인 결함으로 개념화
하여 치료적 개입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개인의 회복가능성과 의지를 간과하고 개인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가정하게 되어 사회적인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4]. 실제로 행동
중독의 진단은 물질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는 것
보다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고[15], 도박중독의 경우, 낙인을 경험한 개인은 전문
적인 치료를 회피하고[16] 치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
며[17]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8]. 이러한 질병 모델의 한계와 더불
어 매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최
근에는 선용(善用, good use)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19]. 매체 선용이란, 사용자가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함
으로써 사용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성
장과 발전을 위해 매체를 가치 있게 활용한다는 의미이
다[20]. Tzavela 등[21]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단
순히 문제적 사용과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적응적인 패턴으로 사용하는지, 비적응적인 패턴으로 사
용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
서는 신성만 등[19]이 스마트폰 선용에 대한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고 스마트폰 선용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기주도
성’, ‘개인/타인 이해 및 수용’, ‘생산성’, ‘사회적 지지’를 
도출한 바 있다. 김광웅과 부정민[22]은 게임 선용과 관
련하여 몰입과 중독을 각각의 차원으로 4개의 유형을 분
류하여 유형별로 개인 내적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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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고몰입-저중독 유형은 게임 자체를 즐기고 게임을 
통해 가치와 기쁨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실현의 장으
로 게임을 활용하는 선용군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콘텐
츠진흥원[23,24]에서는 게임의 문제적 이용과 선용을 한 
번에 측정하는 게임행동 종합진단척도(CSG)를 개발하여 
게임의 문제적 이용과 선용을 각각 2개의 차원으로 분류
함으로써 과몰입군(높은 문제적 이용, 낮은 선용), 과몰
입위험군(높은 문제적 이용, 높은 선용), 일반사용자군
(낮은 문제적 이용, 낮은 선용), 선용군(낮은 문제적 이
용, 높은 선용)이라는 4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선용
군의 경우, 게임을 문제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선용하는 집단으로, 통제력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
녕감이 높고 주변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체 사용에 대한 선용적 관점은 국내외 정책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기회의 최대화
(maximizng opportunities)’, ‘위험의 최소화(minimizng 
risks)’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시간을 조절하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25]. 
국내 관계부처에서도 2016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
용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균형과 조절을 통한 바른 
사용(善用)”, “스마트폰·인터넷 올바른 활용 역량 강화”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26].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선용은 개인의 성장에 다
양한 도움을 준다. 유튜브 시청은 국내 대학생의 영어 독
해 능력[27], 정치참여와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8]. 또한, 유튜브는 문화 홍보 및 광고에 이용되고 있고
[29], 유튜브를 이용해 브이로그 및 먹방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리만족을 제공한다[30].

이를 종합해보면, 유튜브 선용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아직 용어 및 구
성 요소조차 합의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나 사회현상에 대해 전문가
들의 견해를 도출하고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델파이
(Delphi) 연구방법[31,32]을 통해 향후 유튜브 사용 형
태, 올바른/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의 용어, 올바른 
유튜브 사용의 구성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
출하여 추후 학계에서 유튜브 선용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유튜브 사용자는 시청자와 생산자, 댓글과 채팅을 이

용하여 소통하는 상호작용자로 구분된다[33]. 하지만, 아
직 유튜브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유튜브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올바른/올바르지 않
은 유튜브 사용의 개념과 올바른 유튜브 사용의 구성 요
소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 델파이 기법
2.1 델파이 기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유튜브 선용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호하거나 새로운 주제
의 개념 및 특징, 구성 요소 등을 추출하는 델파이 연구
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두고 집단추정값이 정답을 포함할 확률이 높다는 
가정 하에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도출하고 합의하는 조
사 방법으로, 추정하려는 주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
을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32]. 델파이 방법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델파이 패널의 선정과 델파이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지고 설문은 1회 개방형 설문과 이후 2회의 구조
화된 설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32]. 이에 본 연구진은 
구안 단계, 3차례의 델파이 조사, 최종분석이라는 총 5단
계의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2.2 델파이 분석 방법
델파이 설문 결과는 리커트 척도가 사용된 2차 설문 

이후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Lawshe[34]의 
공식을 적용하여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을 
산출하여 분석한다. CVR 값은 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을 
알아보는 값으로, 범위는 –1.0에서 +1.0까지이다. 이때,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 5점=매우 동
의함)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점(동의함)이나 5점(매
우 동의함)으로 응답한 경우 CVR 점수는 양의 점수(+)이
고 응답자의 절반이 4점(동의함)이나 5점(매우 동의함)으
로 응답한 경우 CVR 점수는 0이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이나 2점(동의하지 않음)이나 3점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CVR 점수는 음의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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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 분석 결과
3.1 델파이 구안 단계

국내외에서 유튜브 선용 및 올바른 사용에 대한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유튜브 과사용, 중독과 관련된 문헌들을 포함하여 게임, 
미디어, 스마트폰 선용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미디어 선용 및 중독과 관련한 학술지 논문을 게
재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1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총 3차례의 델파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3.2 1차 델파이 조사
구안 단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패널들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설문에서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3.3 2차 델파이 조사
1차 조사에서 응답한 패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

여 의견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 응답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하여 패널들이 각각
에 합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점수(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 5점=매우 동의함)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점수 부여에 대한 이유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항과 관련해서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각 문항의 하
단에 있는 의견란에 서술하여 새로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3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패널들의 견해를 

합의하고자 중요도 외에도 2차 델파이의 응답 평균, 표준
편차, 4점 이상으로 체크한 %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
이 선택한 점수가 패널들의 응답 점수 평균과 1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개인이 선택한 점수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차 때 패널들에 의해 새로 제시된 
추가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차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 문항과 관련해서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각 문항의 하단에 있는 의견란에 서술하여 새
로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 델파이 결과 최종 분석
델파이 3차 결과를 통해 향후 유튜브 사용 행태, 올바

른/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을 나타내는 용어, 올바른 
유튜브 사용의 하위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유튜브 사용의 개념과 구성 요소
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항은 패널 수가 
11명일 때의 최소 CVR 값인 0.59를 기준으로 선별하였
다[34]. 자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델파이 분석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유튜브 사용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짜뉴스나 중독적 
사용 등의 부적응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연령대별 이용 
형태의 차이를 보일 것’, ‘생산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것’, ‘매체의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 ‘양방향 형태의 소통이 증가될 것’, ‘콘텐츠, 기능, 
장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분화될 것’, ‘기존 매
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
가들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둘째, 올바른 유튜브 사용을 표현하는 개념에 관한 질
문에서는 패널 간의 의견 차이가 커 CVR이 0.59 이상인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으나, 문항에 대해 패널의 절반 

Fig. 1. Procedure of Delph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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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Opinion 2nd Delphi 3rd Delphi
Mean S.D. CVR Mean S.D. CVR

Changes in the 
Usage of 

YouTube in the 
Future

Fake news, addictive use, and other negative issues 4.18 0.575 0.82 4.36 0.481 1.00
Difference of usage behavior of users by age group 4.09 0.668 0.64 4.18 0.386 1.00
Activating interaction between producers and users 4.55 0.782 0.64 4.55 0.656 0.82

Continuous increase in media influence 4.18 0.716 0.64 4.27 0.617 0.82
Increasing bidirectional communication 4.36 0.771 0.64 4.27 0.750 0.64

Segment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contents, genres, and services 4.30 1.005 0.45 4.18 0.980 0.64

Role of supplem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dia 3.91 0.900 0.45 3.91 0.793 0.64
Continuing growth in media use population and usage 4.00 0.739 0.45 3.91 0.668 0.45

When other media appear
it will be turned downward like existing media 3.55 0.782 0.09 - - -

Role of catalysts i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creativity 3.45 0.988 -0.09 - - -
Contributing to loosening the boundaries between nations 3.36 1.432 0.09 - - -

Development of media as the center of all lives 2.82 1.336 -0.45 - - -

Terms related to 
using YouTube 

as good

Adaptive Use 3.91 0.996 0.27 3.82 0.936 0.27
Good use 3.73 1.286 0.27 3.73 0.862 0.27

Ordinary Use 3.00 1.128 -0.45 - - -
Strength Use 2.55 0.891 -0.64 - - -
Balancing Use - - - 3.67 0.943 -0.82
Active Use - - - 3.33 1.247 -0.82

Terms related to 
using YouTube 

as bad

Maladaptive Use 3.91 0.996 0.27 3.82 0.833 0.45
Addiction 2.82 0.936 -0.45 2.82 0.936 -0.45

Misuse(Abusive Use) 3.18 0.936 -0.27 2.00 0.816 -1.00
Trial and Error use 2.00 0.739 -1.00 - - -

Sub-component
s concepts of 
good use of 

Youtube

Information and content sorting ability 4.73 0.445 1.00 4.73 0.445 1.00
Self-regulation ability 4.55 0.782 0.64 4.73 0.617 0.82

Information acquisition and delivery ability 4.09 0.996 0.45 4.36 0.881 0.82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desire to use 4.09 0.514 0.82 4.00 0.426 0.82

Time-of-use control ability 4.09 0.793 0.82 3.91 0.668 0.82
Consideration of ripple effect 3.91 0.900 0.45 3.82 0.716 0.64

Use as a means of self-development 3.82 1.113 0.45 3.91 0.668 0.45
Supplier’s literacy 4.00 0.953 0.45 3.91 0.900 0.45

Meet the purposes of Youtube Use 3.91 0.668 0.45 3.82 0.575 0.45
Self-Insight ability 3.73 0.617 0.27 3.73 0.445 0.45

Use for the stress relief and emotional health 3.82 0.716 0.27 3.64 0.481 0.27
Autonomous use ability 3.91 0.900 0.45 3.64 0.643 0.09

Self-control ability 3.82 0.833 0.09 - - -
Use as a means of social support 3.36 0.771 -0.27 - - -

Not used for the purpose of escapism 3.27 0.750 -0.09 - - -
Ability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YouTube media 3.27 0.750 -0.45 - - -

Communication ability 3.27 1.286 -0.27 - - -
Creating a healthy YouTube environment 3.09 1.164 -0.09 - - -

IT technology utilization ability 2.91 0.900 -0.45 - - -
Productivity 2.91 0.996 -0.64 - - -
Creativity 2.90 0.943 -0.45 - - -

Table 1. Results of Del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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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동의함’ 혹은 ‘매우 동의함’으로 선택한 경우
(CVR 0점 이상)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는 선행연구[35-37]를 참고하여 11명 중 7명의 전문가
(CVR=0.27)가 ‘적응적 사용’과 ‘선용’이라는 용어 사용
에 동의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을 표현하는 개념에 
관한 질문에서도 패널 간의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으나, 올바른 유튜브 사용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
로 11명 중 8명의 전문가(CVR=0.45)가 ‘부적응적 사용’
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올바른/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에 대한 개념에 다수
의 패널이 동의하였음에도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
했던 이유는 유튜브 사용을 선과 악, 적응과 부적응의 이
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패널들의 우려 섞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올바른 유튜브 사용에 대한 용어
로 도출된 ‘선용’과 ‘적응적 사용’ 중 ‘부적응 사용’의 상
대적 개념인 ‘적응적 사용’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올바른 유튜브 사용의 하위 구성요인에 관한 질
문에서는 ‘정보 및 콘텐츠 선별 능력’, ‘자기조절 능력’, 
‘정보 습득 및 전달 능력’, ‘사용 동기 및 욕구 파악’, ‘사용 
시간 조절 능력’,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성’이라는 전문가
들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사용이 늘어나고 있

지만 올바른/올바르지 않은 유튜브 사용에 관련된 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통해 향후 유튜브 사용 형태, 올바른/올바르지 않
은 유튜브 사용, 올바른 유튜브 사용의 하위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
재보다 다양하고 활발히 사용될 것이나 그로 인한 문제
점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튜브에 대해 적응적/
부적응적 사용이라는 용어 통일 뿐 아니라 적응적 사용
의 하위 구성 요인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질병 
모델에서 벗어나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
용적 관점을 가진 연구이고 유튜브 사용에 대한 신뢰롭
고 타당한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적응적/부적응적 유튜
브 사용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이며 
척도 개발 이후 적응적/부적응적 유튜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는 등 유튜브 관련 

연구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 분석을 

통해 유튜브의 올바른/올바르지 않은 사용을 지칭하는 
용어를 도출하고 하위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에 참여한 전문가들 외에도 유명 유튜브 생산자(유튜버)
를 패널에 추가하려 하였으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생산
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튜브 
시청자, 생산자, 상호작용자 각각에 대해 적응적 유튜브 
사용의 개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전문가
들은 유튜브의 적응적 사용과 부적응적 사용 용어를 사
용하는 것에 대해 유튜브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적응/부
적응이라는 단어로 한계를 짓고 부적응적 사용의 경우 
유튜브 사용에 미숙하다는 의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델파이 기법의 특성상 다
수의 의견과 상충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로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정성적 결과와 정량적 
결과를 활용한 적응적 유튜브 사용 척도 개발 및 관련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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