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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 크리에이터, 그리고 콘텐
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방송 산업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인 시청자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Hedonic-Motivaition System Adoption Model (HMSAM)을 적용하여 개인방송 이용자의 내재적 측면에
서 시청동기를 도출하고 시청의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인방송 콘텐츠의 유형을 실시
간 콘텐츠와 비실시간 콘텐츠로 구분하여 시청동기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성을 제외한 
이용자의 외재적, 내재적 동기가 시청의도 및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 유
형에 따라 이용자의 시청의도 및 몰입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개인방송∣1인 미디어∣시청의도∣HMSAM∣기술수용∣
Abstract

Recently, as the personal broadcasting industry has grown rapidly, interest in personal braodcasting 
platform companies, creators, and contents is increasing.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broadcasting industry, related research is also increasing,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viewer side.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Hedonic-Motivation System Adoption Model (HMSAM) to 
derive the viewing motivation factors from the intrinsic aspects of personal broadcasting users. Also,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viewing motivation factors by classifying the types of personal 
broadcasting cont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trinsic and intrinsic factors of the users except 
“control”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viewing intention and immersion. Also, it was verified that 
the influences on the viewer's immers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tent type. Finally,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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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모바일 플랫폼, 소셜 미디어의 인기가 지속되고 
산업화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1인 방송, 1인 미디어로도 불
리며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의미한다[1]. 개인 방송이 주축
인 인터넷 동영상 시청자수는 2017년 약 7억 3,200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두 배 증
가한 수치일 정도로 개인 방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

국내 역시,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대형 플랫폼을 중
심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2].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방송 출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반
대로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공중파 방송 진출 역시 활발
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방송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 관리
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MCN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개인방송 산업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개인방송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개인
방송 산업의 특성, MCN 산업 구조에 관한 연구가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인 시청자 측면의 연구가 부
족하다. 또한 개인방송 시청 동기에 관한 기존 연구 역시 
이용자의 외재적 동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수용모델
(TAM),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을 적용하여 유용성, 용이성, 성과기대, 노력기
대 등 외재적 동기 측면의 개념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
동기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재미추구, 몰입
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내재적 동
기를 단일 개념 혹은 통합된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방송 콘텐츠는 다양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등 여
러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자의 내재적 동
기가 시청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방송 콘텐
츠는 생산적인 내용보다는 오락성 중심의 내용이 많다. 
DMC MEDIA(2018)의 2018 1인 방송 시청 행태에 따
르면 개인방송 시청자의 주 시청 장르는 먹방(43%), 게
임(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청 이유로 ‘재미있고 흥

미로워서’가 63.8%로 나타나 오락성이 시청요인으로 크
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방송 시
청자들의 시청 목적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거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닌 즐거움을 얻기 위한 오락적 
이유가 크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wery et al.(2012)의 
Hedonic-Motivaition System Adoption Model 
(HMSAM)을 기반으로 개인방송 이용자의 내재적 측면
에서 시청동기를 도출하고 시청의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4]. Lowery et al.(2012)의 
HMSAM은 이용자의 내재적 동기를 통제성, 호기심, 즐
거움, 몰입 등의 개념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내재적 동
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방송은 
그 특성상 오락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
합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개인방송 콘텐츠의 유형을 실
시간 콘텐츠와 비실시간 콘텐츠로 구분하여 시청동기 요
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방송 시청의도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도출하는 학문적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요인 연구
미디어 기술 발전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터넷 개

인 방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시
청자의 시청동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
터넷 개인 방송의 경우 콘텐츠 창작자와 다른 이용자와
의 대화 및 의견 교류 등 상호교류가 활발하며, 기존의 
방송과 차별되는 콘텐츠 구성을 통해 이용자의 재미와 
즐거움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청요
인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UCC(User Created 
Contents)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으며, UCC의 이용
동기 및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UCC 시청요인을 통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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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개인방송의 시청요인에 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김형재 외(2011)는 UCC 이용동기와 이용의도를 분석
하였으며, 즐거움, 친 감 등 이용자의 내재적 동기가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5]. 특히, 
UCC 공급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의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콘텐츠의 종류와 내용이 중요하였던 초기 
UCC의 흐름을 알 수 있다. Oum & Han(2011)은 UCC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동기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활용하였으며, UCC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원격현장감
(Telepresence),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인지된 격
려(Perceived Encouragement), 인지된 즐거움
(Perceived Playfulness) 등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신뢰와 인지된 즐거움이 
UCC 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6]. 결국, UCC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
지 발송, 인지된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임 형식의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예측하였다.

UCC의 활성화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이 발전함에 따
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 역시 증가
하였다. Kim et al.(2009)은 모바일 방송, VOD(Video 
On Demand) 등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채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
구 결과, 호기심(Curiosity), 내재적 관심(Intrinsic 
Interest) 등이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서비스 설계 시 이용자의 내적 만족감을 증진할 수 있
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이영주, 송진
(2016)은 개인방송 이용자의 이용 특성과 광고 태도를 
중심으로 개인방송 콘텐츠 수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분전환, 즐거움 획득 등과 같
은 오락성 추구 요인이 개인 방송 이용 동기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사회적 교
류 동기가 높을수록 평판이 높은 제작자의 콘텐츠를 소
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즉,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
자를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과 함께 BJ로 불리는 제작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과 충족 이론은 IT기술과 결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특징 및 이용자의 행동과 동
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 
및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기반의 연구 혹은 이용과 충족 이론과 기술수용모
델을 결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의도 개념을 활용한 인터넷 개인방
송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청 동기 요인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기술수용의도 연구
2.1 기술수용 관련 선행연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채택은 기술진보에 있어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사용자들이 신기술
을 어떻게 수용하고 왜 수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하였
다[13][14].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동기, 태도, 신념 등 
사회심리학적 개념을 통해 더욱 발전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2): TAM2), 통합기술수용이론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등이 있다.

Davis et al.(1989)이 제시한 기술수용모델(TAM)은 
합리적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보기술에 대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목적
으로 개발되었다[15].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의도를 측정
하는 모델 중 가장 널리 알려 졌으며, 소프트웨어, 전자
결제 등 혁신적 기술은 물론 인터넷 방송, 게임 등 엔터
테인먼트 분야의 사용자에 대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 활용되고 있다. TAM은 기본적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의 개념을 중요요인으로 제시하였으
며, 두 요인이 시스템 수용자의 이용태도 및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Yang et al.(2010)은 기술
수용모델(TAM) 이론을 바탕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때의 이용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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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델(TAM)과 함께 사회
적 영향(Social Influence)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기술수용모델(TAM)의 변수인 인지된 유
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및 사회적 영향의 변수인 인지
된 네트워크 외부성, 대인관계, 사회적관계가 모두 유튜
브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또한, 연구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유튜브
와 같은 개인 방송 플랫폼의 이용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
어 기술수용모델(TAM)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avis et al.(1989)가 주장한 기술수용모델
(TAM)에서 주요 변인인 인지된 이용 용이성, 유용성, 태
도의 관계가 개인의 미디어 이용 동기를 반영할 수 없다
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17]. 즉, 이용자들이 어떠한 동
기에 의해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Venkatesh, 
Davis(2000)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2: TAM2)을 제시하였으며, 외부
변수를 주관적 규범, 이미지, 직무적합성, 결과품질, 결
과 시연성으로 확장하여 기존 기술수용모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변수로 구성된 외부변수
는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 
인지된 용이성과 함께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
으로 사용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18].

반옥숙, 박주연(2016)은 대표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 TV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
인 방송 이용 동기와 지속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 동기를 즉시접속성, 상호작용
추구, 정보추구, 새로운 재미추구, 몰입 등의 5개 요인으
로 도출하였다. 또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이론
에 의거하여 5개의 이용 동기가 인지된 용이성 및 인지
된 유용성에,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이 태도에, 
태도가 지속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모든 가설에서 부분적 혹은 완전한 정(+)
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상호작용추구 동기는 인
지된 용이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
호작용적 특성이 강화된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12]. 이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연구에 
있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Davis et al.(1992)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즐거움(enjoyment)의 개념을 기존 
TAM에 적용한 Motivational Model(MM)을 제시하였
다. 외부적 동기만을 다루고 있는 TAM의 단점을 보완하
고 내부적 동기인 즐거움을 추가하여 기술수용의도를 보
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즐거움은 시
스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의 내부적 동기가 기술수용의도에 있어 중요한 변
수임을 제시하였다[19].

마지막으로, Venkatesh et al.(2003)이 제시한 통합
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은 사용자의 기술수용을 
통합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춘 새로운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0-22]. 기술수용모형과 관련된 이론을 통합하여 모델
을 구성하였으며, 3개의 변수(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
적 영향)가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촉진조건이 사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UTAUT는 기술수용
모델(TAM),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등 기술수용
과 관련된 다른 연구의 모형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신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게임, 가상현실, 공연산업 등 
수용자의 즐거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22-24].

Salim(2012)은 UTAUT를 이용하여 이집트의 소셜미
디어 수용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이 사용행위와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25]. 국내에서는 이동건 외(2012)가 UTAUT
를 활용하여 스마트 TV 이용의도 연구를 실시하였다. 스
마트 TV의 특성에 따른 변수를 추가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혁신성, 전환비용, 전환이익, 서비스 인터페이
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외생변인이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적으
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Salim(2012)과 이동건 외(2012)의 연구는 인터넷 개인 
방송과 같이 소셜 네트워크, 새로운 융합 기술 등의 특성
을 지닌 미디어의 이용 동기가 UTAUT를 활용해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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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외(2018)는 기존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라이
브 스트리밍 방송 시청 동기 및 사용자 반응을 검증하기 
위해 후기 수용모델(PAM)을 활용하였다. 후기 수용모델
은 기존 기술수용 모형에 비해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개인방
송 시청에 있어서 내용적 특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유용성
이 시청자의 몰입 및 만족도로 이어져 인지된 유용성과 
같은 외재적 동기 역시 개인방송 시청의 중요한 시청 동
기임을 알 수 있다[27].

앞서 소개한 기술수용의도에 관한 연구들은 인터넷 개
인 방송의 이용 동기 및 시청동기를 유용성, 정보품질, 
외재적 동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각 요
인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
이 있다[28].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터넷 개인 방송 시
청자 시청동기의 실용적 측면에만 집중하였다는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술수용의도 연구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수용모델(TAM)은 미디어 이
용의 내재적 동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
니고 있다[9][29][30].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 호기심, 몰입 등 내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HMSAM(Hedonic- Motivaition System 
Adoption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표 1. 미디어 분야 선행연구의 외재적&내재적 동기 변수
연구자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5] 유용성 즐거움, 친밀감

[6]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원격 현장감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격려

[7] 인지된 경제적 가치 통제성, 호기심/내재적 
관심,사회적 규범 

[8] 정보 추구, 편리성 사회적 교류, 오락성

[12] 즉시 접속성, 정보 추구,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상호작용 추구, 정보 추구, 몰입

[16]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인지된 네트워크 외부성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25]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26]

혁신성, 전환비용, 전환이익, 
사용자인터페이스, 

서비스인터페이스, 노력기대,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27] 인지된 유용성, 내용적 특성 미디어적 특성, 상황적 특성

  
2.2 HMSAM(Hedonic-Motivaition System 

Adoption Model)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적 동기
에 초점을 맞춘 기술수용 모델은 오락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미디어 및 개인 방송 관련 연구에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28].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Lowery er al.(2012)은 이용자의 오락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Hedonic-Motivaition System Adoption 
Model(HMSAM)을 제시하였다[4]. 

HMSAM은 오락적 동기 시스템(Hedonic 
Motivation System: HMS)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오락
적 동기 시스템(HMS)은 실용적 동기 시스템
(Utilitarian Motivation System: UMS)과는 달리 수용
자들의 깊은 수준의 집중과 몰입을 측정할 수 있다
[31][32]. 따라서 가상현실, SNS, 비디오 게임 등 수용자
의 오락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에 채택될 수 
있다[3]. 또한, 오락적 동기 시스템(HMS) 수용자는 외적 
혜택 보다는 내재적 혜택을 중요시하며 자신들이 경험하
는 과정이나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33]. 반면 실
용적 동기 시스템(UMS) 수용자들은 경험의 과정보다는 
외적 혜택을 제공해야 이용 및 채택 동기를 증진할 수 있
다[20]. 결국, 오락적 동기 시스템(HMS)은 오락적 동기
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자의 내재적 혜택을 부각하는 반
면, 실용적 동기 시스템(UMS)은 실용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자의 외재적 혜택을 중요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HMSAM은 Van der Heijden(2004)의 오락적 동기 
시스템(HMS)의 수용모델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Van der Heijden(2004)은 영화 플랫폼 수용의도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
성과 즐거움을 통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웹 사이트 이용과 같이 오락적 동기가 
주요한 목적일 경우, 오락적 가치를 포함한 요인이 실용
적 가치를 포함한 요인보다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
타나 내재적 혜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였다[34]. 

그러나 Van der Heijden(2004)의 연구와 같이 ‘즐거
움(Joy)’이라는 요인 하나로 내재적 동기를 설명하는 것
은 ‘즐거움(Joy)’ 요인의 역할을 과장하는 것이며, 내재적 
동기의 다른 요인들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단점이 존재한
다[33][35][36].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owery 
et al.(2012)은 Agarwal & Karahanna(2000)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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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인지적 몰입(Cognitive Absorption; CA)’ 
변수를 활용하여 내재적 동기를 세분화하였다[4][37]. 
‘인지적 몰입(CA)’은 통제성(Control), 호기심
(Curiosity), 즐거움(Joy), 몰입(Focused immersion), 
시간 흐름의 미인지(Temporal dissociation) 등의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몰입이론(Flow Theory)
에 기초하여 각각의 하위 요인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였
다. 다만, 몰입(Focused immersion), 시간 흐름의 미인
지(Temporal dissociation) 요인은 상관관계가 높고 
사용의도에 영향을 동시에 주고 있어, 몰입(Immersion) 
요인으로 통합하였다[4].

Lowery et al.(2012)은 게임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를 이용한 사고 실험과 실제 게임 수행을 바탕으로 실시
한 실험을 통해 HMSAM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모
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HMSAM(Hedonic-Motivaition System Adoption 
Model)

HMSAM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주로 게임, 가상현실, 
개인방송 등 상대적으로 오락적 요소가 강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Oluwajana et al.(2019)은 게이미피케
이션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HMSA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
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호기심, 즐거움, 통제
성이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호기심은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저적 동기 유발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8].

개인방송 분야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임재완, 박병호
(2016)의 모바일 개인방송 시청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가 있다. 이들은 HMSAM을 이론적 틀로 활용해 내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시청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 결과 시청자의 내재적 동기가 시청의도와 몰입 증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그러나 개인 방
송의 디바이스를 모바일로 한정하였으며, 내재적 동기를 
즐거움으로 축소하였고, 변수의 수정 및 추가를 통해 모
델 적합도가 하락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HMSAM이 제시한 5가지의 내재적 동
기 요인을 모두 이용하여 개인방송 시청자의 시청의도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 요인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개인방송 시청자의 시청 동기 요인이 

시청의도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
해 Lowery et al.(2012)이 제시한 HMSAM을 활용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오락적 동기 목적의 성격이 강할 경
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인지된 
유용성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39][40][41]. 
특히, Van der Heijden(2004)은 오락적 동기 시스템
(HMS) 수용에 있어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
성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34]. 결
과적으로 시스템 수용자가 오락적 동기를 가졌을 때 실
용적 혜택보다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owery er al.(2012)은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통제성, 호기심 
등 외재적·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다[4].

김유화(2002)는 인터넷 방송의 충족과 불충족에 관한 
연구에서 불편한 접속, 서비의 불안, 절차의 복잡성, 잡
음 등 시청자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 인터넷 방송에서 획득하는 충족의 정도를 감소시킨다
고 주장하였다[42]. 또한 임재완, 박병호(2016)는 개인
방송 시청자가 미디어 수용 과정 중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면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혜택을 충족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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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28].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인터넷 방
송에서 발전한 개인방송의 시청자 역시, 해당 플랫폼이
나 콘텐츠가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인지한다면 유용성, 
즐거움, 통제성, 호기심이 충족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개인방송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증가하면 인지된 유용
성, 즐거움, 통제성, 호기심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확인하
고자 한다.

가설 1-1 : 개인방송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 개인방송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즐거움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 개인방송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통제성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 : 개인방송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호기심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인지된 유용성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서 시스
템 및 기술의 이용을 의미하는 행위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15]. 그러나 오락적 동기 시스템(HMS)에서
는 인지된 유용성의 개념이 효율성, 생산성보다는 즐거
움(Pleasure)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며, 행위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3]. 

지상파 DMB 휴대폰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
구한 이재신, 이민영(2006)은 지상파 DMB 휴대폰의 인
지된 유용성이 수용자의 사용의도를 증가시킨다고 분석
하였다[10].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 동기를 연구한 
반옥숙, 박주연(2016)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인지된 유
용성이 시청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
도는 지속사용의도를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였다[12]. 이
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이 수용자의 행위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
며, 개인방송의 인지된 유용성이 증가하면 시청의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2 : 개인방송의 인지된 유용성은 시청의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즐거움(joy)은 오락적 동기가 목적인 HMS의 핵심 변
수로서, 시스템 수용자가 수용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라고 할 수 있다[28][37][44]. 이러한 즐거움이 지속되
면, 수용자는 몰입의 상태로 진입하고 결국 즐거움의 결
과물이 몰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
었다[45][46]. 또한, Van der Heijden(2003)는 오락적 
동기 시스템(HMS)에서 즐거움은 행위의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즐거움이 수용자의 몰입과 행
위의도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

Kakar(2017)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자의 즐거움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47]. 또한 모바일 개인방송 시
청요인 동기를 연구한 임재완, 박병호(2016)는 모바일 
개인 방송의 즐거움이 증가하면 시청의도와 몰입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즐거움이 증가하면 시청의도와 
몰입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3-1 : 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즐거움은 시청의도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2 : 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즐거움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호기심(Curiosity)은 시스템 수용자가 느끼는 인지적·
감각적 호기심으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적 관심의 증가가 
호기심으로 발전한다[37][48]. 특히 Sweetser, 
Wyeth(2005)는 오락적 목적이 강한 HMS에서 호기심
의 증가는 행동의도 및 몰입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하여, 호기심이 행동의도와 몰입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33].

이와 연관되어 ‘게임 몰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Brown, Cairns(2004)는 몰입이 수용자의 관심이 축적
되어 나타나는 개념이며, 결과적으로 호기심은 몰입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였다[49].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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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호기심이 증가하면 시청의도와 
몰입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4-1 : 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호기심은 시청의도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2 : 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호기심은 몰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통제성(Control)은 시스템 수용자가 수용과정을 통제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개념이다[4][37]. 통제성이 증가하
면 수용자의 활동적인 참여가 증가하며, 이는 곧 몰입의 
증가로 나타난다[50]. 결국 시스템 수용과정에서 수용자
의 통제성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며, 통제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의 통제성이 충
족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형성되며, 이러한 영향의 증
가는 행위의도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51][52]. 

‘게임 디자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Salen, 
Zimmerman(2004)은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분
야에서 시스템 수용자는 통제성을 중요요소로 인식한다
고 분석하였으며, Lowery er al.(2012)은 이러한 통제
성이 수용자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4][53].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개
인방송에서 수용자의 통제성이 증가하면 몰입 역시 증가
한다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5 : 개인방송에서 수용자의 통제성은 몰입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개인방송은 ‘채팅창’이나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형식의 미디어 환경을 제공한다. 이
러한 소셜 미디어의 환경은 개인방송 콘텐츠 유형을 실
시간으로 이용자와 채팅을 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실시간 콘텐츠’와 생방송 내용을 편집하거나 생방송이 
아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비실시간 콘텐츠’로 구분해주
는 역할을 한다[54].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개인미디어 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2018)를 보면 콘텐츠 유형(실시간

/비실시간)에 따라 시청자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콘
텐츠 장르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55]. 즉, 개인 
방송의 콘텐츠 유형에 따라 이용행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 상호작용
을 연구한 김해원 외(2018)는 실시간 콘텐츠는 즉각적이
고 사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비실
시간 콘텐츠는 느리고 사후적이며 결정적인 상호작용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유형에 따
른 상호작용의 차이가 시청자의 몰입의 차이를 이끌어낸
다고 제시하였다[54].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방송 콘텐츠 유형에 따라 시청
동기가 몰입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
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6 : 개인방송의 콘텐츠 유형에 따라 시청동기 요
인이 시청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Lowery et al.(2012)이 제시한 HMSAM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호기심, 통
제성, 몰입, 시청의도를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개인방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
다.

독립변수인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개인방송을 시청하
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플랫폼 및 크리에이터와의 
상호작용의 명확성, 이해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은 개인방송 시청을 통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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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효율성과 같은 가치로 정의하였다. 즐거움은 개인
방송 사용자가 시청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으로 정의하였
으며, 호기심은 개인방송 시청을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인지적·감각적 호기심으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통제성은 개인방송 사용자가 시청과정에서 플랫폼 및 콘
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인 몰입은 개인방송 시청을 통해 사용자가 느
끼는 총체적인 집중 상태이며, 주의를 끌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시청의도의 경우, 개인방송 사용자의 시청의지로 정의하
였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유형은 주로 시청하는 개인방송 콘
텐츠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시간, 비실시간 모두 시청하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콘
텐츠 유형은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 유형 하나만을 선택
하도록 한정하였다.

변수 별 측정항목은 개인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
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구성 변수 및 측정 항목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9일 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서면과 온
라인을 통해 개인방송을 시청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현재 개인 방송의 주 이용자층은 연령대가 낮은 
10대에서 30대까지이며, 특히 20대 및 30대의 시청 시
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측면에서 개
인 방송 시청 요인을 엄격하게 측정하고자 표본을 20대
와 30대로 한정하였다. 또한 콘텐츠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 유형(실시간/비실시
간)만을 시청한다는 가정 하에 설문에 응하도록 서면으
로 안내하였다. 총 30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을 중간에 중단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210부의 자료를 유효 표본으로 분석하였

변수 측정항목

인지된 
사용 

용이성
(PEU)

PEU1 개인방송(BJ)와의 커뮤니케이션(채팅, 댓글 등)은 명확하고 이
해할만하다.

PEU2 개인방송(BJ)와의 커뮤니케이션(채팅, 댓글 등)은 많은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PEU3 개인방송 시청 및 서비스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PEU4 개인방송 시청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채팅, 댓글 등)을 이용하
는 것은 쉽다.

PEU5 개인방송 시청을 위한 작동법(인터페이스)을 쉽게 배울 수 있
다.

PEU6 개인방송 시청 시 서비스(채팅, 댓글 등)을 이용하는 법은 간단
하다.

PEU7 로그인, 채팅, 댓글 달기 등 개인방송 서비스에 쉽게 능숙해진
다.

PEU8 개인방송 시청을 위한 사용법이 쉽다.

인지된 
유용성
(PU)

PU1 개인방송 시청은 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PU2 개인방송 시청은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PU3 개인방송을 시청했을 때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PU4 개인방송 시청을 통해 나는 좀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다.

PU5 개인방송 시청은 나를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즐거움
(JOY)

JOY1 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낀다.

JOY2 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면 재미있다.

JOY3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지루하다.(R)

JOY4 개인방송 시청은 나를 짜증나게 한다.(R)

JOY5 개인방송 시청은 나에게 즐거운 경험이다.

JOY6 개인방송을 시청하면 만족스럽지 않다.(R)

호기심
(CRS)

CRS1 개인방송 시청 경험은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CRS2 개인방송 시청 경험은 나를 호기심 있게 만든다.

CRS3 개인방송 시청 경험은 내 상상력을 자극한다.

통제성
(CTL)

CTL1 개인방송 시청 중 내가 많은 것(채팅, 인터페이스 설정 등)을 통
제 할 수 있다.

CTL2 개인방송 시청 중 내가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CTL3 개인방송 시청 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R)

CTL4 개인방송 시청 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CTL5 개인방송 시청 중 커뮤니케이션(채팅 등) 상황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R)

CTL6 개인방송 시청 중 커뮤니케이션(채팅 등)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
하는 것이 허용된다.

몰입
(IMS)

IMS1 개인방송 시청 중 집중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중간광고 등)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IMS2 나는 개인방송 시청 중 방송콘텐츠에 빠져든다.

IMS3 나는 개인방송 시청 시 방송에 몰입된다.

IMS4 개인방송 시청 중 다른 요소(중간광고 등)로부터 쉽게 방해받는
다.(R)

IMS5 개인방송 시청 중 내 집중력은 쉽게 저하되지 않는다.

IMS6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시간이 빨리 간다.

IMS7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IMS8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시청 의도
(BIU)

BIU1 나는 향후에도 개인방송을 시청할 것이다.

BIU2 나는 계속 개인방송을 시청할 것이다.

BIU3 나는 계속 개인방송을 시청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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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1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78명(37.1%), 여자가 132명(62.9%)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의 경우 20대가 88명(41.9%), 30대가 122명
(58.1%)으로 나타났다. 개인방송 평균 시청 횟수는 주 
2~3회가 47명(2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월 1회 미만
은 46명(21.9%), 월 2~3회 시청은 39명(18.6%)으로 나
타났다. 이용 플랫폼의 경우 유튜브가 161명(76.7%)으
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개인방송 시청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방송 시청 시 
사용하는 기기는 모바일이 170명(81%)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개인방송 시청 콘텐츠 장르의 경우, 음
식 관련 방송이 49명(23.3%)로 나타났으며, 게임 41명
(19.5%), 음악 25명(11.9%) 등 응답의 분포가 고르게 나
타났다. 개인방송 시청 콘텐츠 유형은 실시간 라이브방
송이 84명(40%), 재방송 및 편집된 비실시간 콘텐츠가 
126명(60%)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불 경험의 경우, 지불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175명
(83.3%)으로 나타나 소수의 응답자만이 개인방송 콘텐
츠에 대한 지불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Alpha(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Cronbach’s 
Alpha(α)는 둘 이상의 개념 예측변수들의 집합에 대한 
신뢰성 측정에 사용되며, 가장 대표적인 신뢰성 측정 방
법으로 Cronbach’s Alpha(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56]. 분석 결과, 모든 변
수의 Cronbach's Alpha(α)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
나 구성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SS 
21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성분분
석법(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교회전(varimax) 방식
에 의해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낮은 인지된 사용 용
이성 1,2,3, 인지된 유용성 2, 즐거움 1,2,5, 통제 2,6, 몰

입 1,4,5를 제거하였으며, 이에 따라 7개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또한 7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74.668%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요인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요인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57]. 본 연구에서는 AMOS 23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집
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인적재량과 유의성의 기준 
값이 각각 0.5이상, C.R..＝1.965 이상일 때, 집중타당성
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58]. 분석결과 모든 항
목의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이며, C.R. 값이 1.965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구성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모두 0.7 이상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값(AVE) 역시 
모두 기준 값인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델적합도의 
경우, CMIN=555.262, CMIN/DF=1.833, GFI=0.827, 
NFI=0.862, IFI=0.932, TLI=0.920, CFI=0.931, 
RMSEA=0.063, RMR=0.09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합
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몰입(Cronbach’s =.904, Construct reliability=.906, AVE=.658)
IMS7 .858

3.937 14.580

1.000 .870
IMS8 .828 .970 .858 .060 16.276
IMS6 .783 .846 .809 .058 14.709
IMS3 .657 .909 .731 .065 12.508
IMS2 .596 .799 .781 .064 13.887

인지된 사용용이성(Cronbach’s =.885, Construct reliability=.886, 
AVE=.610) 
PEU6 .808

3.827 14.173

1.000 .869
PEU5 .792 .942 .813 .065 14.406
PEU4 .758 .824 .692 .073 11.323
PEU7 .752 .940 .805 .066 14.175
PEU8 .736 .792 .712 .067 11.794

인지된 유용성(Cronbach’s =.834, Construct reliability=.837, AVE=.566)
PU4 .852

2.724 10.087

1.000 .634
PU5 .736 1.325 .862 .138 9.617
PU3 .733 1.294 .757 .146 8.877
PU1 .568 1.137 .738 .130 8.717

즐거움(Cronbach’s =.849, Construct reliability=.851, AVE=.656)

JOY4 .833 2.630 9.742 1.000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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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개념을 측정하도록 가정된 일련의 지표들에 내재하
는 요인 간의 상관이 높지 않게 나타난다면 판별타당도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잠재변수들 간의 관
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58]. 이를 위해 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59].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표를 보면, 모든 변수의 평균
분산추출값(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개념 간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4.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표 
AVE PEU PU JOY CTL CRS IMS BIU

PEU 0.610 0.781

PU 0.566 0.315 0.752

JOY 0.656 0.579 0.414 0.810

CTL 0.507 0.394 0.343 0.320 0.712

CRS 0.654 0.521 0.631 0.413 0.384 0.809

IMS 0.658 0.497 0.661 0.528 0.264 0.648 0.811

BIU 0.848 0.639 0.571 0.604 0.269 0.606 0.710 0.921

  
3. 구조모형분석 및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모델 적합도는 CFI, 
TLI, IFI, NFI 등이 0.9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모델이 적
합하다고 판정하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GFI는 0.8 이상, 

CMIN/DF는 3이하, RMSEA는 0.1 이하면 수용 가능하
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GFI=.801, 
CFI=.907, IFI=.901, CMIN/DF=2.200, RMSEA=.076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충족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조모형 적합도 판단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방송 시청자의 시청동기가 몰입 및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경로계
수 값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
며, 가설 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C.R.=4.879, 
p=.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C.R.=7.368, p=.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또
한,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통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C.R.=4.954, p=.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호기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 역시 C.R.=6.553, 
p=.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인지된 유용성이 시청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는 C.R.=3.542, p=.000으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즐거움이 시청의도 및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3-1과 3-2는 각각 C.R.=6.413, 
p=.000 및 C.R.=4.999, p=.000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
되었다. 호기심이 시청의도 및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4-1과 4-2는 각각 C.R.=5.588, 
p=.000 및 C.R.=6.959, p=.000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
되었다.

반면, 통제성이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의 경우는 C.R.=-.501, p=.617로 나타나 기각되
었다. 이는 시청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채팅, 인터페
이스 설정 등이 오히려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 모바일 등 온라인 환경 하에서 높은 수준
의 편의성은 오히려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높은 수준의 사용자 권한을 의
미하는 통제성은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60].

콘텐츠 유형에 따라 개인방송 시청요인이 몰입에 영향

JOY3 .802 .824 .778 .069 12.003
JOY6 .729 .892 .806 .072 12.445

통제(Cronbach’s =.802, Construct reliability=.803, AVE=.507)
CTL3 .794

2.578 9.548

1.000 .781
CTL4 .790 .806 .693 .088 9.153
CTL5 .762 .966 .748 .099 9.734
CTL1 .712 .777 .615 .095 8.158

호기심(Cronbach’s =.840, Construct reliability=.850, AVE=.654)
CRS2 .794

2.269 8.403
1.000 .879

CRS3 .749 .934 .731 .079 11.750
CRS1 .697 .871 .810 .065 13.383

시청의도(Cronbach’s =.943, Construct reliability=.944, AVE=.848)
BIU2 .775

2.197 8.136
1.000 .931

BIU1 .699 .990 .941 .040 24.976
BIU3 .680 .947 .890 .044 21.311
모델 

적합도
CMIN: 555.262, CMIN/DF: 1.833, GFI: 0.827, NFI: 0.862, IFI: 

0.932, TLI: 0.920, CFI: 0.931, RMSEA: 0.063, RMR: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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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을 검증하고자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콘텐츠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는 측정모
형 사이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분석방
법이다[61]. 이를 위해 집단 간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
는 제약을 가하지만 집단 간 경로계수가 다르다고 가정
하는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집단 간 요인부하량 및 경
로계수가 같다고 가정하는 완전등가 제약모형의 카이제
곱 적합도 차이를 비교하여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경로계수 별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과 완전등가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차이
를 분석하여 경로계수 각각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할 수 있다[62].

표 5.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유의 확률

인지된 
사용 

용이성 
→ 인지된 

유용성 .584 .387 .120 4.879 .000***

인지된 
사용 

용이성 
→ 즐거움 .794 .623 .108 7.368 .000***

인지된 
사용 

용이성 
→ 통제성 .462 .421 .093 4.954 .000***

인지된 
사용 

용이성 
→ 호기심 .628 .575 .096 6.553 .000***

인지된 
유용성 → 시청 의도 .193 .208 .055 3.542 .000***

즐거움 → 시청 의도 .477 .433 .074 6.413 .000***

즐거움 → 몰입 .370 .348 .074 4.999 .000***

호기심 → 시청 의도 .483 .377 .087 5.588 .000***

호기심 → 몰입 .669 .541 .096 6.959 .000***

통제성 → 몰입 -.039 -.032 .079 -0.501 .617

모델 적합도
CMIN: 690.861, CMIN/DF: 2.200, GFI: 0.801, 
NFI: 0.828, IFI: 0.901, TLI: 0.885, CFI: 0.907, 

RMSEA: 0.076, RMR: 0.179

*** p<0.001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완전등가제약모형 간 카이제

곱 적합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6)=13.284, p=0.039
로 유의하게 나타나 콘텐츠 유형이 개인방송 시청자의 
몰입에 조절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경로 별 분석결과를 보면, 즐거움→시청의도, 호기
심→몰입의 경로계수에 대해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즐거움과 시청의도 간의 관

계를 보면 실시간 콘텐츠 시청집단은 C.R.=2.861, 
p=0.004, 비실시간 콘텐츠 시청집단은 C.R.=6.003, 
p=0.000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즐거움이 시청의
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비실시간 콘텐츠 시청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비실시간 콘텐츠가 좀 더 정제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비실시간 콘텐츠를 이용
하는 시청집단은 상호작용, 실시간을 통한 흥미탐색 보
다는 정해진 러닝타임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다. 즉, 콘텐츠의 비실시간성에 의한 결과라
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시간 콘텐츠 시청집단의 호기심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C.R.=7.258, p=0.000으로 나타나 비실
시간 콘텐츠 이용자의 검증 통계량 값인 C.R.=4.284, 
p=0.0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실시간 콘텐츠에 
비해 실시간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의 상호작용성, 실시
간성을 통해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몰입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약하게나마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즐거움→몰입의 관계를 보면 실시간 콘텐츠 시청집
단은 C.R.=2.761, p=0.006, 비실시간 콘텐츠 시청집단
은 C.R.=4.001, p=0.000으로 나타나 정 반대의 분석결
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 콘텐츠가 비
실시간 콘텐츠에 비해 영상 시간이 길고, 준비시간 등 지
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즐거움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콘텐츠 유형 별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계수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648)=1158.272

실시간
(N=84)

비실시간
(N=126)

완전등가제
약모형

 (654)
  차이

인지된 
유용성 → 시청

의도 0.169* 0.199** 1158.319 0.047

즐거움 → 시청
의도 0.283** 0.630*** 1163.235 4.963*

즐거움 → 몰입 0.199** 0.470*** 1161.722 3.450

호기심 → 시청
의도 0.675*** 0.429*** 1159.626 1.354

호기심 → 몰입 1.058*** 0.520*** 1167.268 8.997*

통제성 → 몰입 -0.081 -0.032 1158.372 0.100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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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Lowery et al.(2012)의 HMSAM을 이용하

여 개인방송 시청자의 시청동기가 몰입 및 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인
방송 시청동기 및 오락적 동기 기반 기술수용에 관한 기
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HMSAM의 설문 항목을 개인방
송 시청에 맞게 조정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SPSS 21.0을 통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AMOS 23.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
하량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모든 요인들의 AVE
와 개념신뢰도 값을 검토하여 연구모형의 신뢰도 및 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호기심 통
제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몰입 및 시청의도를 종
속변수로 구성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통제성이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제외하고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방송 수용에 있어 오락적 동기가 큰 영향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호기심, 통제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 사용에 있
어 오락적 동기가 강할 경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즐거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용성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호기심은 시청의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즐거움과 호기심은 몰입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개인방송 시청 동기 요인으로 유용성과 같은 외재
적 동기 이외에 즐거움, 호기심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추
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방송은 실용적 
이익을 제공하는 전통적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쾌락적 이익과 같은 오락적 동기가 포함된 시스템 
수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 활용한 HMSAM이 개인방송 분야 연구에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통제성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채팅, 댓글과 
같은 플랫폼적 요소보다 호기심, 즐거움과 같은 콘텐츠 
내용 자체를 중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인지된 사
용 용이성은 개인방송 시청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개인방송
을 원활하게 시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성은 채팅, 인터페이스 설정 등 개인방송 시청
자가 적극적으로 플랫폼 및 방송에 개입하는 행동을 의
미한다. 결과적으로 개인방송 이용에 필요한 필수 기능
을 제외한 부가적 서비스(채팅, 인터페이스 설정)의 통제
성은 시청의도 및 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방송 시청동기 요인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을 검
증하였다. 실시간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상대
적으로 호기심이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비실시
간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개인방송 시청자의 이용행태가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내 개인방송 플랫폼의 점유
율은 실시간 콘텐츠의 경우, 아프리카TV가 높은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지만 비실시간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콘텐츠 유형에 따
라 시청의도,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동기 요인이 다
를 수 있으며, 이것이 개인 방송 이용행태 및 이용 플랫
폼 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 째로, HMSAM을 적용하여 개인 방송 시청요인을 

도출하였다데 의의가 있다. HMSAM을 적용하여 개인방
송을 연구한 임재완, 박병호(2016)의 연구는 연구 대상
이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모바일 라이브 중심
의 개인방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콘텐츠 장르에 따라 
PC형 플랫폼이 각광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
서 연구의 대상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한정할 경우, 시청 
동기 요인의 정확한 도출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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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모바
일과 PC 플랫폼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HMSAM을 
적용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두 번째로, 오락적 동기를 세분화하였으며, 해당 변수
들이 개인방송 시청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검증
하였다. 인간의 내재적 동기를 즐거움, 오락성 등으로 단
순화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오락적 동기를 
세분화하여 제시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개인방송 분야
에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방송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설계 
시 실용적 측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즐거움과 호기심을 
고려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 콘텐츠의 경우, 이
용자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 구성
이 필요하며, 비실시간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의 즐거움
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영상 편집, 자막 편집의 전문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 표본의 분포가 20~30대에 한정되어 있다

는 한계점이 있다. 20~30대의 경우 오락성이 강한 콘텐
츠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정치, 경제 등 실용적 
목적으로 개인방송을 이용하는 중장년층의 콘텐츠 소비
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비록 개인방송의 주 이용
자층이 10대부터 30대이지만 최근 40대 이상의 중장년
층 이용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로 표본을 확대하고 오락성 중
심의 개인방송과 실용성 중심의 개인방송을 비교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조절변수인 콘텐츠 유형 구분에 대한 통제가 제
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동일한 내
용의 콘텐츠가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를 모두 관람하는 시청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필요
하다.

셋째, 개인방송 시청의 특성이 포함된 변수의 추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HMSAM은 게임을 대상
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개인방송, SNS 등 소셜미디
어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방송의 특성을 포함한 변수를 

추가하여 시청의도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요인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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