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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TV 서비스 이용자와 콘텐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소셜TV 이용자의 이용동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다양한 콘텐츠 속 이용자들의 잠재적인 심리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소셜TV 이용자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을 통해 심리적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험적 사실의 관찰 또는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 소셜TV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 소재 N 대학, 일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

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비소외는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안정애착은 상호

작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회적능력은 상호작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네 번째 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과 심리적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시청만족은 심리적안

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셜TV의 세분화된 콘텐츠와 이용자 맞춤 서비스 개발에 이바지하

며, 향후 이용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재구성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소셜TV 이용자, 상호작용성, 시청만족, 심리적안녕감, 대상관계이론

Abstract  Social TV users and content are increasing day by day. The main purpose was to study the 

motivation for social television users, but I felt the need to analyze the potential psychological impact of users 

in various conten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due to the interaction and 

viewing satisfaction by the object relations theory factors of social TV user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of N university, ordinary university, and ordinary people who have experience using social TV 

to prove the observations or experiments of empirical facts in this study. Research result, First, Nonalienation 

have been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action and viewing satisfaction. Second, stable attachment have been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action. Third, social competence have been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action. Fourth, interaction have been have a positive effect on viewing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ifth viewing satisfaction have been have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is, 

Thi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bdivided content and user-customized services for social television, 

and it is necessary to reconfigure and study various events that may occur between us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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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예전 TV 시청의 일반적인 사회적 활동은 TV 콘텐츠

를 시청하고 같은 시간, 장소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TV, PC, 스마트폰과의 통합으

로 다른 시간, 장소에 있더라도 TV 시청 중에 다수의 시

청자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1]. 그리고 최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유튜브, 티빙,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 인터넷 

기반 플랫폼의 성장은 방송시청의 개인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수동적인 TV 시청의 개념에서 벗어

나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로 바

뀌어 가고 있다[2].

소셜TV란 TV 콘텐츠를 시청하며 연관된 정보와 타

인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TV의 

융합을 의미한다[3]. 그 특징으로는 TV 시청과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동시사용 가능하며 시청자들이 자유롭

게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 및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참여

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4].

많은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소비 

행태가 나타나면서, 국내 시청자 91%, 국외 시청자 

62% 정도가 TV 시청 중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5].

시간 및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며 더불어 다채널, 다매

체 시대로 대표적으로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트위

치, 유튜브 등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TV에서 이용

자들은 콘텐츠의 정보를 사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

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콘텐츠

를 시청하며 관심사 또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로

부터 만족하는 것이 심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며 소셜TV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소셜TV에 대한 대상관계이론과 상호작용성 및 

시청만족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소셜TV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는 드문 편이며[6], 특히 대상 

관계 변화에 대한 검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소셜TV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7,8]. 소셜TV 사용에 있어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설계 및 구현과 모델 경쟁력, 통합 모델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9-11].

본 연구의 차별화로는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측면에서 소셜TV 대

상관계이론이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들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으로써, 국내 소셜TV가 사용

자 측면에서 심리적 안녕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대상 간의 상호작용과 소셜TV를 시청하는데 있어 어떠

한 경우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자들이 평가한 

소셜TV로 대상관계이론의 중요한 4가지 요인들이 상호

작용성, 시청만족을 통해 심리적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소셜TV의 대상관계이론, 상호작용성, 시청만족, 심리적

안녕감을 정리하였고, 기존 소셜TV 서비스에 관련된 선

행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

설을 설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 대상과 분석 단위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설 

검증과 결과 분석을 서술하였으며, 마지막 제6장은 연구

결과와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TV(Social TV)

소셜TV 정의는 TV시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합

친 것으로 시청자들이 서로 의견 또는 감정을 나누고 소

통하며 프로그램 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가

지고 있는 관계망이 소셜TV에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으로 관계망을 형성 가능하여, 능동적이며 새로운 가치

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서비스로서 TV 프로그램 기반으

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 또한, TV 프로그램

을 통해 문자 메시지, 채팅, 소셜 커뮤니티 등 여러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동시에 함께 이용하고, 해당 소셜 정

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방송 채널을 추천하는 서비스

이다. 한마디로 TV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합

한 서비스를 말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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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TV를 보며 관련된 정보 및 의견과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소셜TV의 특징은 자신과 가까운 사

람들과 직접적인 정보 공유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관계

망을 TV 시청에 초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상호작

용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에 

귀속하고 싶은 소속 욕구 및 친교 욕구를 채워줄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10].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5가지 중 첫 번째로 멀티플랫폼은 TV와 스마트 기기의 

연결성과 개방성 활용도가 증가됨으로서 의견 및 감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되

었다. 두 번째로 개인화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소통 특성에 맞추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 번째로 참여성은 이용자들이 TV

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특성으로 이용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과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실시간성은 TV를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느끼

는 감정을 표현하고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

공과 동시에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여 첫 번째 특징인 멀

티플랫폼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로 대화는 

소셜TV의 중요 요소로 의견과 감정, 정보 공유를 통해 

소셜TV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특

성이다[12].

Table 1과 같이, 소셜TV 서비스가 모든 유형에서 큰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라 할 수 있다. 5가지 플랫폼의 

유형 중 첫 번째 익명성 기능은 사용자의 활동한 내용이 

전혀 남지 않는 TV SNS와 아이디 활동으로 활동한 내

용이 남는 소셜TV가 있다. 두 번째 친구 기능은 친구를 

찾거나 맺을 수 없는 TV SNS와 친구를 찾거나 맺을 수 

있는 소셜TV가 있다. 세 번째 확장성은 소셜네트워크 

확장 기능이 없지만, 네트워크 회사가 필요한 것만 이용

자에게 제공하는 TV SNS와 친구를 찾고 소셜네트워크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TV가 있다. 네 번째 연결 기

능은 동시성과 즉시성을 제공하는 TV SNS와 연결성, 

이동성, 통합성을 제공하는 소셜TV가 있다. 다섯 번째 

소비자 위상은 회사가 사용자들에게 정해져 있는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TV SNS와 사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험적 가치와 지식을 높이는 

소셜TV가 있다[13].

Table 1. Comparison of TV SNS and Social TV

Platform type TV SNS Social TV

Anonymity No history left Detail left in ID

Friend None Find, Connect

Scalability None
Find information,

Expand SNS

Connection Instantaneousness

Connectivity,

Mobility,

Integration

Consumer

status
Audience movement User

Table 2는 국내외 소셜TV 서비스 제공 현황으로 대

표적인 서비스는 Tving, Seezn, U+모바일TV, 유튜브, 

아프리카TV, 카카오TV, 판도라TV, 팝콘TV, 트위치TV, 

네이버TV가 제공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이 제공하는 

Tving과 KT의 Seezn, LG U+의 U+모바일TV 서비스

는 전문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 콘텐츠에서 시청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

리카TV와 카카오TV, 판도라TV, 네이버TV, The E&M

의 팝콘TV, 구글의 유튜브, 아마존닷컴의 트위치는 전

문 방송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

작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과 채팅으로 소

통하며 콘텐츠 참여 및 간접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social TV service provision in 

korea and abroad

Service Provider Content

Tving CJhellovision
Real-time 

broadcasting
Seezn KT

U+mobileTV LG U+

AfreecaTV AfreecaTV

User-created or 

Broadcast content

KakaoTV Kakao

PandoraTV Pandora

NaverTV Naver

PopcornTV The E&M

Youtube Google

TwitchTV Amazon

2013년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는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자(6,240명) 중 47.5%이며, 2013

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비자행태조사’ 보고서에서

는 조사대상자(8,000명) 중 31%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를 이용하고, 약 39%는 TV를 시청과 동시에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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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유한다[7]. 

Table 3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 결과, 방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한 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016년 매출액

과 비교해 4.1% 증가율을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

스 다각화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이용 문화 확산이 콘텐

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14].

2.2 대상관계이론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하나의 

대상이 실제로 사람들과 가지게 되는 관계를 기본으로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 기능과 대상이 가지게 되

는 내적 대상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론들을 

말한다. 개인은 대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타인과 자신에 

대한 표상을 만들고 그에 대한 행동에 기대를 갖게 되며 

그와 관련된 관계가 곧 대상관계이다. 이러한 대상관계

에 의해 실질적인 대상 간의 상호작용 행동의 많은 것들

이 변하게 된다[15]. 4가지 요인 중 소외는 기본적으로 

신뢰 부족, 친밀한 관계 형성 불능, 안정되고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을 의미하고, 불안정애착은 타인의 거절로부

터 상처받기 쉬우며 신경증적 관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

미하고, 사회적무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친밀

한 관계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의미하고, 자아중심성은 

목표를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을 조종하거나 불신하

는 것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소외를 비소외로, 

불안정애착을 안정애착으로, 사회적무능력을 사회적능

력으로 긍정적 단어로 명명했다.

대상관계이론 특징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본능적인 욕심을 가지며, 두 대상 간의 관계에 대

해 모두 자신의 사고 및 감정, 행동 등이 사회적 영향을 

받아 흡수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대상관계에 대한 경험

을 내면적인 입장으로 조절한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해

가며 일어나는 과정으로 대상관계에서 발달 단계인 미

성숙한 의존성, 과도기, 성숙한 의존성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17].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계기를 대

상관계 자체로서 받아드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사람

의 성격 형성과정에 있어서 대상과 같이 지내며 경험한 

관계를 사람의 성격 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18].

2.3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예전부터 광고, 마케팅, 소통,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호작

용성은 영어로 "Interactive"이며 'inter'는 여러 개체 

사이 또는 관계를 뜻하고, 'activity'는 행동, 행위, 효능 

등을 뜻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성과 상호작용은 같은 근

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써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주고

받는 행위를 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정

확한 개념이 나오지 않은 상호작용성은 소셜TV의 중요

한 특수한 성질로 이해하고, 사용 가능한 선택의 복잡성, 

이용자가 해야 하는 노력,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정보

사용 감독, 정보를 손쉽게 추가, 대인관계 소통 향상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19].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물건 또는 그 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행동을 의

미한다. 광범위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사물

을 통한 사람과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사람과 컴퓨터 

같은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광범위한 범주로 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 참여자 사이에서 정보 교환의 행

동을 뜻하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물건이나 그 외 물체들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20].

Table 3. 2018 Content industry statistics survey(Korea internet white paper, 2019)

2013

year

2014

year

2015

year

2016

year

2017

year

Percentage

(%)

Rate 

compared to 

2016

(%)

Annual 

average rate

(%)

Broad

casting
14,940,939 15,774,634 16,462,982 17,331,138 18,043,595 15.9 4.1 4.8

Movie 4,664,748 4,565,106 5,112,219 5,256,081 5,494,670  4.9 4.5 4.2

Animation 520,510 560,248 610,175 676,960 665,462  0.6 -1.7 6.3

Music 4,277,164 4,606,882 4,975,196 5,308,240 5,804,307  5.1 9.3 7.9

Game 9,719,683 9,970,621 10,722,284 10,894,508 13,142,272 11.6 2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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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이 부각되는 기술 6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은 이용자가 선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양을 의미하며, 두 번째 이용자

가 정보에 근접하려는 노력은 풍성한 선정 가능성과 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정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

만큼 이용자의 ‘정신적 소모’도 많아진다. 세 번째 이용

자의 반응성은 매개체가 이용자에게 얼마만큼 활발하

게 반응하는가를 의미하며, 네 번째 시스템 사용 모니

터링 가능성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 선정의 적정

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섯 번째 정보 

추가의 용이성은 구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

는 매개체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한다. 

여섯 번째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촉진은 이용자들이 

쉽게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이나 한 번에 참가

할 수 있게 하는 형식 전체를 뜻한다[21]. 네트워크상에

서 회사는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높이고 사용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함으로 회사 또는 다른 사

용자들 사이의 응답할 확률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를 증

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이룬 상호작용

성은 소통하는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접촉 의도와 빠져드는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

다[22].

2.4 시청만족

시청만족은 소셜TV 프로그램 시청 후에 만족하는 

수준을 뜻한다.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다양한 매

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시

청만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

람들의 미디어 매체 사용 동기가 만족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이론이다[23]. 소셜TV를 통하여 시청

자가 판단하고 인지하는 주관적 충족 상태를 말한다. 

시청자가 소셜TV를 시청한 후 콘텐츠 내용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좋은 감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느끼는지와 

같은 비평적 경향이 있다[24].

시청만족의 특징은 소셜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기

대가 시청경험을 통하여 갖게 되는 수준에 따라 나타나

는 개인적인 감정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시청

자의 기대감을 비롯하여 소셜TV에 대한 평가 과정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으로 볼 때, 시청만족은 소셜

TV와 시청자의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25]. 그리고 시청자의 기대에 대

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비평이 나올 때 드러나는 감

정적 반응이기에 시청자가 소셜TV를 경험하면서 생기

는 다양한 반응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26].

2.5 심리적안녕감

심리적안녕감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이루는 과정 속

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감정을 동반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개인 삶의 질은 행복하다는 것 외에도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삶의 목표나 방향성, 대인관계 만족, 자아실현

의 정도 등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지

를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7]. 자신의 삶이 전체적

으로 좋은 감정인지, 그리고 자신이 인생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지와 관련된 전체적 삶 만족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28].

심리적안녕감 특징으로 수준 높은 심리적안녕감을 

지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지속하면서 행동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목표가 있는 삶을 이어

가고, 잠재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가진 사람을 뜻한

다. 이런 점들 미루어 보아, 심리적안녕감은 자신의 삶

의 질을 형성하는 전체적인 심리적 방면을 말한다[29]. 

그리고 경제적 수준, 육체적 건강, 생활 환경, 가족 구

성원 간의 관계, 직장 내 생활, 취미활동 등 다양한 원

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외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과

의 관계로 영향을 받고 자신감, 삶의 목적, 절제력 등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30].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소셜TV 서비스 사용자들의 대상관계 4가

지 영향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심리적안녕감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은 대상관계이론을 기반으로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을 매개 변수로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대상관계 독립변

수인 비소외, 안정애착, 사회적능력, 자아중심성과 매개

변수인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 그리고 종속변수인 소

셜TV 서비스 심리적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소셜TV 심리적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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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셜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상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느낄 수 있는 

시청만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변화와 상태를 예상

할 수 있는 소셜TV 서비스 심리적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대상관계요인과 상호작용성

본 연구는 소셜TV 상호작용성의 영향요인으로 대상

관계이론 4가지 비소외, 안정애착, 사회적능력, 자아중

심성을 제시하였고, 이들 요인들이 상호작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이종희[31]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측면을 강조한 교육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비소

외는 상호작용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경[32]의 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 간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그림책 읽기 상호작

용에 있어서 영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 안정애착 상태가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주[33]의 연구에

서는 영아들에게 보육교사와의 안정애착 정도가 상호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보

육교사-영아의 안정애착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

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대상관계요인과 상

호작용성과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비소외는 상호

작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안정애착은 상

호작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사회적능력은 

상호작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자아중심성은 

상호작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대상관계요인과 시청만족

본 연구는 소셜TV 시청만족의 영향요인으로 대상관

계이론을 제시하였고, 이 요인들이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김송아[34]의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안정애착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로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성인 초

기 안정애착이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35]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적 지능과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아동의 사회적능력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36]의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경험 정도

가 자아존중감, 비소외,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비소외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대상관계요인과 시

청만족과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비소외는 시청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안정애착은 시

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사회적능력은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자아중심성은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

본 연구는 소셜TV 시청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상호작

용성을 제시하였고,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기성위

[37]의 연구에서는 여행 브이로그 시청동기, 시청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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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

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

은[38]의 연구에서는 TV 음식 프로그램의 시청동기가 

상호작용과 시청만족, 물품수집성향 및 행동의도에 영

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상호

작용성은 시청만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39]의 연구에서는 중국 인

터넷 개인방송 시청만족도 및 재시청의도에 영향을 어

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상호작용성

은 시청만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상호작용성과 시청

만족과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9: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상호작용성과 심리적안녕감

본 연구는 소셜TV 심리적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상

호작용성을 제시하였고,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김경란[40]의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교사와 유아,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교

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 교사의 심리적안녕감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

용[41]의 연구에서는 외로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

램 시청행태가 등장인물과의 상호작용과 심리적안녕감

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시청 후 심리적안녕감이 등장인물과의 상호

작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미희[42]의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지능이 유아 심리적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

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

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유아 심리적안녕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상호작용성과 심리

적안녕감과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0: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상호작용성은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시청만족과 심리적안녕감

본 연구는 소셜TV 심리적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시

청만족을 제시하였고,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영오[43]의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학습 참

여자의 몰입과 만족, 심리적안녕감과의 관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체험학습 

참여자의 만족은 심리적안녕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병천[44]의 연구에

서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의 몰입, 만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

았다. 연구결과,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의 활동으로 인한 

만족은 심리적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태수[45]의 연구에서는 직장 동호회 활

동 만족이 구성원 심리적안녕감과 협력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직

장 내 동호회 활동 만족은 구성원의 심리적안녕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시청만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소셜TV 서비스 사용자의 시청만족은 심

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소셜TV 

서비스의 심리적안녕감에 관한 영향요인의 개념적 정

의를 세우고 선행연구들의 측정항목을 개선하여 설문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에서 정수희[17], 전성규[46], 이민정[47]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TV 서비스의 대상관계이론 

중 비소외의 조작적 정의는 사용자 간 상호작용으로 경

험하게 되는 의미감과 통제감을 의미하고, 안정애착은 

사용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

며, 사회적능력은 소셜TV 서비스에서 상호작용에 필요

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아

중심성은 사용자의 모든 활동이나 행동을 자기 위주로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매개변수에서 박지영[19], 정우철[48], 윤창섭[49]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성의 조작적 정의는 사용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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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박재민[23], 서준영[50], 안

지형[51]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시청만족은 사용자가 소셜

TV 콘텐츠를 시청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에서 위종희[30], 신정인[52], 이주연[53]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심리적안녕감의 조작적 정의는 

소셜TV 서비스가 사용자 인생 전반에 대해 느끼는 행

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위 내용을 Table 4에 정

리하였다. 그리고 Table 5, Table 6은 각 연구변수의 

아이템 측정항목을 정리하였다.

4.2 표본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소셜TV 서

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소재 N대학, 일반대학생 및 일

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온

라인 설문을 배포,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

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23일간 실시되었다. 이 기

간에 총 167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8부를 제외한 159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하였다.

5. 실증분석

5.1 표본의 기술적 특성

Table 5는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159개 표본의 성

별, 연령, 학력, 직업, 하루 평균 시청 시간, 일주일 이용 

횟수, 이용 기간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성별은 남자가 69명, 여자가 90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으로는 4년제 대학교가 70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은 회사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

루 평균 시청 시간은 최대 30분이 80명으로 나타났으

며, 일주일 이용 횟수는 1~2회가 8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 기간은 3개월 이하가 57명으로 나타났다.

5.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을 측정 도구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 도구인 PLS( Partial 

Least Squares)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는 연

구모형에 관한 이론적인 구체성 검증과 표본 수 그리고 자

체적 설문 개발을 통해 연구 특성들을 생각한 것으로 모형 

적합도와 개념 설명력을 측정하려 한다. 그리고 측정모형

의 검증을 통하여 각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

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신뢰성과 내적 일관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은 연구변수에서 다른 측정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반영항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Prior research

Nonalienated The sense of meaning and control experienced by interactions between users.

[17], [46], [47]

Stable attachment An intimate emotional bond between users.

Social 

competence
The ability to efficiently use the skills required for interaction in social TV services.

Ego-centrism
A state in which all activities or actions of a user are carried out on a self-centered 

basis.

Interaction Any action that occurs between users. [19], [48], [49]

Viewing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that users get from watching social TV content. [23], [50], [51]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egree of happiness or satisfaction that social TV services feel for the entire user's 

life.
[30], [52], [53] 



소셜TV 이용자의 대상관계요인이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을 통해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51

5.3 측정모형 검증

신뢰성 검증을 위해 성분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계산하

였다. 계산한 수치가 0.7 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정되는데, <Table 6>에서 모든 연

구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 수치가 0.7 이상으로, 본 연

구의 측정항목은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는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렴, 판별 타당

성  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측정항목의 관련 변

수 간요인 적재 값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인 적재 값

을 구해 Table 7에 정리하였다. Table 7에서 각 측정

항목의 해당 변수에 대하여 요인 적재 값이 모두 0.7 

이상이므로 수렴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

만 비소외에서 “소셜TV에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

낼 수 있다.”, “소셜TV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

치지 못한다.”, “소셜TV에서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없다

면, 그들은 내 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설문 문

항과 사회적능력에서 “소셜TV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워

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소셜TV에  서 사람들을 꽤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소셜TV에서 이성(異性)

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모른다.“, ”소셜TV에서 이

성(異性)들과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탄다.“, ”소셜TV에

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 ”소셜

TV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설문 문항과 심리적안녕감에서 ”소셜TV에서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전에 버렸

다.“, ”소셜TV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설문 문항은 0.7 이

하로 수렴타당성이 성립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 sample

Classification Type
Frequency

(N=159)
Ratio(%)

SEX
Male 69 43.4%

Female 90 56.6%

AGE

10‘s 2 1.3%

20’s 81 51.0%

30’s 35 22.0%

40’s 12 7.5%

Over 50’s 29 18.2%

Education

High school 45 28.3%

College 35 22.0%

University 70 44.0%

Graduate Master 9 5.7%

Graduate Doctor 0 0%

JOB

Student 41 25.8%

Housewife 5 3.1%

Employee 52 32.7%

Self-employed 12 7.6%

public officer 12 7.6%

Practitioner 15 9.4%

etc 22 13.8%

Average viewing time

per day

max 30 minutes 80 50.3%

max 1 hour 32 20.1%

max 2 hours 24 15.1%

max 3 hours 12 7.6%

max 4 hours 11 6.9%

Number of uses per week

1~2 times 89 56.0%

3~5 times 31 19.5%

6~10 times 20 12.6%

11~20 times 9 5.6%

More than 30 times 10 6.3%

Period of use

3 months less 57 35.8%

Between 3-6 months 14 8.8%

1 year less 16 10.1%

Between 1 ~ 2 years 20 12.6%

More than 2 years 5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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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에서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대하여 요

인 적재 값이 모두 0.7 이상이므로 수렴 타당성이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비소외에서 “소셜TV에서 아

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소셜TV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소셜TV에서 사람

들을 직접 볼 수 없다면, 그들은 내 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설문 문항과 사회적능력에서 “소셜TV에

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소

셜TV에  서 사람들을 꽤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소셜TV에서 이성(異性)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모

른다.“, ”소셜TV에서 이성(異性)들과 이야기할 때, 수줍

음을 탄다.“, ”소셜TV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불친

절하게 대한다.“, ”소셜TV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설문 문항과 심리적안녕감에서 

”소셜TV에서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전에 버렸다.“, ”소셜TV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라

는 설문 문항은 0.7 이하로 수렴타당성이 성립되지 않

아 제외하였다.

Table 8에서 별표(*)는 제곱근 값이며 나머지 행렬

값은 각 변수의 상관계수 수치를 나타낸다. AVE 제곱

근 값이 0.7 이상이며,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

할 수 있는데, 자아중심성과 안정애착의 판별 타당성은 

0.792이고, 시청만족과 상호작용성의 판별 타당성은 

0.818로 높게 나왔으며, 2가지를 제외한 연구에 사용

된 항목들은 0.7보다 큰 AVE 제곱근 값을 나타내고 있

으며, 나머지 변수들과의 상관계수가 AVE 제곱근 값보

다 작아 판별 타당성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상 본 

연구 결과로 사용한 측정항목들은 개념적으로 타당하

다고 볼 수 있다.

PLS 모형의 적합도를 위하여 변수의 가외성, 공통

성, 설명력, 전체 적합도를 도출했다. 연구모형의 적합

도 검증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설명력 값은 0.26보다 

크면 높은 설명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 심리적안녕감 변수의 설명력 값이 0.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외성 값은 하나의 변수가 다

른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평균이 0보다 크면 예측적

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내생변

수의 가외성 값이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예측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적합도 

방식도 PLS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PLS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연구변수 

설명력 값들의 평균값과 공통성 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

곱근 값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적합도 값이 0.36보

다 크면 높은 수준의 적합도, 0.25∼0.36이면 중간수준

의 적합도, 0.1∼0.25이면 낮은 적합도라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형의 연구변수 설명력 값들의 평균

은 0.575이며, 공통성 평균값은 0.459이다. 두 값의 곱

은 0.264이며, 0.264의 제곱근 값은 0.514이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적합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9.

이러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통하여 측정항목의 타

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형에서 각 변수 

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

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는 Table 10와 같

다.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Cross loadings)

　 Non
alienated

Stable 
attachment

Social 
compe
tence

Ego-
centrism

Interaction Viewing 
satisfaction

Psycho
logical 

well-being

Nonalienated1 0.759 0.397 0.434 0.345 0.435 0.459 0.297

Nonalienated2 0.601 0.459 0.338 0.425 0.233 0.189 0.292

Nonalienated4 0.766 0.515 0.453 0.484 0.478 0.538 0.492

Nonalienated7 0.840 0.549 0.506 0.481 0.405 0.397 0.312

Nonalienated8 0.616 0.601 0.446 0.490 0.230 0.190 0.303

Nonalienated9 0.595 0.545 0.366 0.498 0.199 0.173 0.281

Nonalienated10 0.830 0.654 0.603 0.593 0.452 0.46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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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Cross loadings)

　
Non

alienated
Stable 

attachment

Social 
compe
tence

Ego-
centrism Interaction

Viewing 
satisfaction

Psycho
logical 

well-being

Stable
attachment1 0.173 0.363 0.327 0.218 0.430 0.396 0.449

Stable
attachment2

0.614 0.815 0.552 0.629 0.345 0.382 0.439

Stable
attachment3

0.504 0.701 0.625 0.574 0.300 0.272 0.381

Stable
attachment4 0.524 0.688 0.506 0.580 0.218 0.237 0.320

Stable
attachment5 0.600 0.756 0.578 0.590 0.256 0.238 0.320

Stable
attachment6

0.666 0.800 0.563 0.652 0.274 0.238 0.335

Stable
attachment7

0.510 0.728 0.553 0.560 0.320 0.255 0.351

Stable
attachment8 0.531 0.815 0.534 0.646 0.214 0.217 0.356

Stable
attachment9 0.558 0.828 0.579 0.655 0.285 0.288 0.397

Stable
attachment10

0.558 0.841 0.614 0.741 0.322 0.284 0.418

Social 
competence3

0.531 0.662 0.749 0.659 0.355 0.339 0.370

Social 
competence4 0.461 0.538 0.768 0.554 0.533 0.470 0.556

Social 
competence5 0.589 0.712 0.736 0.712 0.293 0.308 0.372

Social 
competence6

0.366 0.414 0.743 0.341 0.510 0.470 0.491

Ego-centrism1 0.524 0.575 0.594 0.683 0.377 0.299 0.490

Ego-centrism2 0.391 0.431 0.390 0.542 0.250 0.250 0.359

Ego-centrism3 0.426 0.596 0.518 0.790 0.380 0.281 0.450

Ego-centrism4 0.583 0.607 0.599 0.801 0.301 0.294 0.405

Ego-centrism5 0.466 0.665 0.553 0.814 0.321 0.312 0.463

Ego-centrism6 0.546 0.652 0.605 0.816 0.344 0.270 0.403

Ego-centrism7 0.447 0.626 0.573 0.775 0.415 0.297 0.505

Ego-centrism8 0.398 0.682 0.543 0.800 0.307 0.278 0.485

Ego-centrism9 0.451 0.697 0.534 0.806 0.272 0.216 0.349

Ego-centrism10 0.490 0.464 0.487 0.675 0.506 0.504 0.501

Interaction1 0.440 0.411 0.553 0.466 0.724 0.537 0.646

Interaction2 0.401 0.371 0.510 0.435 0.768 0.682 0.596

Interaction3 0.419 0.321 0.465 0.411 0.814 0.711 0.627

Interaction4 0.445 0.359 0.476 0.393 0.775 0.658 0.659

Interaction5 0.407 0.318 0.455 0.347 0.819 0.670 0.568

Interaction6 0.452 0.349 0.450 0.378 0.874 0.744 0.671

Interaction7 0.451 0.317 0.473 0.365 0.801 0.597 0.605

Interaction8 0.392 0.312 0.457 0.379 0.859 0.674 0.602

Interaction9 0.389 0.330 0.458 0.368 0.832 0.622 0.649

Interaction10 0.435 0.404 0.530 0.403 0.875 0.747 0.691

Viewing 
satisfaction1

0.385 0.240 0.410 0.237 0.778 0.873 0.630

Viewing 
satisfaction2 0.465 0.363 0.504 0.331 0.700 0.889 0.598

Viewing 
satisfaction3 0.540 0.396 0.525 0.376 0.702 0.88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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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Cross loadings)

　
Non

alienated
Stable 

attachment

Social 
compe
tence

Ego-
centrism Interaction

Viewing 
satisfaction

Psycho
logical 

well-being

Viewing 
satisfaction4

0.460 0.442 0.520 0.438 0.727 0.841 0.658

Viewing 
satisfaction5

0.441 0.343 0.465 0.353 0.694 0.872 0.584

Viewing 
satisfaction6 0.509 0.400 0.515 0.381 0.740 0.867 0.640

Viewing 
satisfaction7 0.460 0.290 0.448 0.353 0.748 0.903 0.650

Viewing 
satisfaction8

0.449 0.295 0.412 0.376 0.640 0.843 0.625

Viewing 
satisfaction9

0.518 0.370 0.472 0.392 0.706 0.900 0.658

Viewing 
satisfaction10 0.385 0.395 0.500 0.422 0.655 0.816 0.658

Psychological 
well-being1 0.275 0.363 0.373 0.401 0.338 0.302 0.554

Psychological 
well-being2

0.415 0.448 0.552 0.510 0.626 0.508 0.793

Psychological 
well-being3

0.476 0.524 0.559 0.549 0.510 0.546 0.719

Psychological 
well-being4 0.220 0.335 0.283 0.391 0.372 0.314 0.585

Psychological 
well-being5 0.143 0.116 0.252 0.135 0.554 0.587 0.638

Psychological 
well-being6

0.309 0.404 0.428 0.443 0.534 0.525 0.757

Psychological 
well-being7

0.412 0.464 0.502 0.513 0.607 0.549 0.777

Psychological 
well-being8 0.467 0.429 0.529 0.505 0.747 0.690 0.838

먼저, 대상관계이론 4가지 요인과 관련된 가설 결과

를 살펴보면, 첫째, 비소외는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정애착

은 상호작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시청만족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능력은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청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은 상호

작용성과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청만족은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ig. 2는 연구모형 결과를 정

리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

은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과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청만족은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ig. 2는 연구모형 결

과를 정리했다.

Table 8. Discriminant validity                                                  AVE (Square Root of the AVE)

　 Non
alienated

Stable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Ego-
centrism Interaction Viewing 

satisfaction

Psycho
-logical 

well-being

Nonalienated 0.722
 　 　 　 　 　 　

Stable attachment 0.708 0.746
 　 　 　 　 　

Social 
competence 0.627 0.745 0.749

 　 　 　 　

Ego-centrism 0.635 0.792 0.722 0.755
 　 　 　

Interaction 0.520 0.429 0.592 0.484 0.815
 　 　

Viewing 
satisfaction 0.531 0.407 0.549 0.421 0.818 0.869

 　

Psychological 
well-being 0.486 0.536 0.618 0.600 0.776 0.7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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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suitability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Redundancy Communality R-square Good-of-fit

Nonalienated ㆍ 0.365 ㆍ

0.514

Stable attachment ㆍ 0.454 ㆍ

Social 
competence ㆍ 0.267 ㆍ

Ego-centrism ㆍ 0.473 ㆍ

Interaction 0.265 0.588 0.408

Viewing 
satisfaction 0.511 0.696 0.689

Psychological 
well-being 0.303 0.376 0.629

Mean 0.359 0.459 0.575

Table 10. Path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P<0.000,  P<0.01, P<0.05

　
Original 

sample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s Result

Nonalienated -> Interaction 0.311 0.303 0.087 3.582 0.000
   Accept

Nonalienated -> Viewing satisfaction 0.167 0.167 0.075 2.232 0.026
 Accept

Stable attachment -> Interaction -0.279 -0.266 0.116 2.403 0.017
 Accept

Stable attachment -> Viewing satisfaction -0.029 -0.031 0.081 0.358 0.720 reject

Social competence -> Interaction 0.498 0.503 0.100 5.004 0.000
   Accept

Social competence -> Viewing satisfaction 0.096 0.094 0.068 1.417 0.157 reject

Ego-centrism -> Interaction 0.148 0.141 0.104 1.428 0.154 reject

Ego-centrism -> Viewing satisfaction -0.083 -0.081 0.084 0.985 0.325 reject

Interaction -> Viewing satisfaction 0.727 0.730 0.054 13.405 0.000
   Accept

Interaction -> Psychological well-being 0.543 0.548 0.106 5.111 0.000
   Accept

Viewing satisfaction -> Psychological well-being 0.285 0.282 0.114 2.509 0.012
 Accept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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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외 소셜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

청자들의 대상관계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며 영향요인

들이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을 통하여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

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아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물과의 대상관계에서 심

리 구조의 형상과 분화를 연구한 대상관계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

구모형을 경험적 사실의 관찰을 검증하기 위해 소셜TV

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 소재 N대학, 일반대학

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소외는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소셜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속해 있는 온라인 속에서

의 관계에서 통합되거나 거리가 가까운 상태로 의사소

통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미를 교환한다. 또한 서비

스 시청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셜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용자와 방송인 사이에

서 상호작용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청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안정애착은 상호작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소셜TV 서비스

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거리낌 없으며 자신 또

는 타인이 상호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이용자 간 또는 방송인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하며 의미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자와 방송

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불안정한 요소들을 없애거나 줄여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안정애착은 시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TV 서비스 이용자의 안

정애착이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있어서 만족감을 일으

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안정애착 

보다는 서비스품질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연구결과를 제시된 바 있다[54, 55]. 이는 소셜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호 존중받는 관계를 맺는 것이 

콘텐츠 시청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간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

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비스 공

급 기업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즐기면

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거리낌 없으며 적절

한 제재로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청하는데 높은 만

족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용자들 간의 소통으로 관계를 맺는데 신

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 또는 상품을 개

발하여 이용자의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 인하여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능력은 상호작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TV 서비스 이용자

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이 

지속적 의사소통의 의미 교환 과정과 방식에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즐기는 데 있어 쾌적한 환

경을 쉽고 빠르게 적응하여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방송

인과의 의사소통으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빠르게 생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적능력은 시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TV 서비스 이용자

의 사회적능력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

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사

회적능력 보다는 대인관계능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된 바 있다[56]. 이는 소

셜TV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환경에 적응하여 대상과

의 관계를 갖는 것이 콘텐츠 시청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

비스 환경이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비스 기업은 온라인상에서 대인관계가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가 서비스 환경에 적응하

고 즐김에 있어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환경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면 시청에 몰두하여 높은 만족감을 느

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바

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이용자가 서비스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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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누구나 한 번에 이

해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환경을 구

성하여 서비스 본연의 목적인 콘텐츠 시청에 만족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아중심성은 상호작용성과 시청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TV 

서비스 이용자의 자아중심성이 온라인상에서 원활한 

상호작용과 콘텐츠 시청 만족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중심성 보다는 자아

존중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

를 제시된 바 있다[57]. 이는 소셜TV 서비스 이용에 있

어 개인적인 표현을 표출하는데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우며, 콘텐츠 시청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표현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

비스 기업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 입

장에 대해 눈치 보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로 인하

여 이용자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많은 의미 교환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즐거움과 기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올려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들

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납

득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 또는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

하여 많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을 높이고, 관계를 맺

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소셜TV 서비스를 이용에 긍정적인 시청만족

을 느끼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상호작용성은 시청만족과 심리적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

TV 서비스 안에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의사소통이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삶에 즐거움, 기쁨, 행복감

을 유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대화를 나누는 채팅 기능을 단순 문자, 이모티

콘뿐만 아닌 재미, 흥미 요소를 포함하며 더 다양하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시청만족은 심리적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소셜TV 서

비스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동안 즐거움, 기쁨, 행복감

으로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셜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셜TV 콘텐츠를 

통해 개인 맞춤 서비스를 구현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사

에 근접하고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이 모여 

생각을 교환하며 콘텐츠에 더욱 몰두할 수 있으며 재미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 서비스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은 꾸준히 이용자 수가 늘어가며 수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소셜TV는 이용동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대상관계 현상에 대해 연

구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용자들 간 관계와 심리적안녕감 간의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기반이 되

는 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소셜

TV 서비스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시청하면서 

단순 시청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 또는 방송인과 상호작

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은 채팅으로 보이며 기존 채팅 방식에 더

불어 이용자들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들을 간편하고 쉽

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 맞춤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들을 추천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콘텐츠를 즐김에 있어 배가 될 수 있는 역할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에 있어 더욱 세분화되지 않은 연령대

와 직업 그리고 소셜TV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에 대

해서 다양하고 자세하게 포함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한계점이 있

다고 생각이 된다. 앞으로는 세분화된 연령대와 직업, 

그리고 다양하고 자세한 서비스 이용 형태에 대해 연구

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

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 면접, 경험 표집법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

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 상

호작용성과 시청만족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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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

정된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하였

기에 아쉬움과 소셜TV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

해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적안녕감이 대상관계이론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 시도와 매개변

수에 다양한 현상들을 설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채팅과 방문 기록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동을 분

석과 이용자 중심이 아닌 방송인 중심으로 입장을 바꿔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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