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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고 

*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주저자)
** 건국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조교수(교신저자)

있다. 교육 또한 사회가 변화되는 흐름에 따라 미래 

모습을 예견하여 다양한 교육적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교육 현장

에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교수-

학습 상황에서 매체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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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xpected Consistency, Cognitive Attitude, and Emotional 
Attitude on Reuse Intention to Use YouTube Learning

Cha Seungbong·Park Hye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n learning using YouTub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cognitive attitudes, emotional attitudes, and reuse
intentions was explo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reuse YouTube were emotional attitude and expectation. cognitive attitud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Second, cognitive attitude and expectation agreement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emotional attitude. cognitive attitude wa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affecting
emotional attitude. Third, expectation agreemen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gnitive attitude. Therefore, expectancy is an important factor in identifying cognitive
attitudes. In particular, the satisfaction of expectations after experiencing a new technology or
system, such as YouTube, affects the cognitive attitude. Finall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cognitive attitude was not a variable affecting the intention to reuse
YouTub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YouTube is used as a medium of interest, and it is not
used as a medium for searching the main data source for learning.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YouTube learning, it is necessary to convert recognition into YouTube for learning
rather than YouTube for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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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 매체는 단순

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방적인 수단을 넘어 교

수자와 학습자 간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의사소

통을 위한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

육 매체는 교육 실천 및 연구 분야에서 잠재적 유용

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매체의 긍정적인 영향력 등이 중요한 이슈

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은 이러닝, 모바일 러닝뿐만 아니라 

TED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학습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재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써 다양한 주제와 최신버

전의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가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수용되고,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사용의도와 관련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튜브 활용 학습과 관련된 사용의도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과 활동을 수행할 때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 정도를 의미한다. 유튜브는 일

반적인 강의에서 보조 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 

많은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플립러닝의 사전 수업

에서도 K-MOOC, TED와 더불어 유튜브가 활용될 수 

있다.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는 다양하

게 활용되며, 사용하는 방법 또한 매우 쉽고, 간편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닝과 관련된 재이용 의향 

연구[1]와 같이 유튜브 활용 학습의 유용성이나 태도 

등 학습자의 의사를 정확히 인식하여 교육매체로서 

유튜브의 중요성과 교수-학습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유튜브 재이용 의향 결정 요인

에 대하여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등을 채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

해 연구된 선행연구에서 기대일치, 인지적 태도, 정서

적 태도, 재이용 의향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관

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2-4].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재이용 의향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연구 모델을 설정하여 각 경로의 관계성을 규명하였

다. 향후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에서 운

영되는 플립러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

유튜브와 같이 새로운 교수매체 등을 교육현장에

서 활용하고자 할 때 해당 매체에 대한 재이용 의향

을 구조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5].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러닝, 모바일 러닝, 스마트 

러닝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교육과 같이 새로운 기술

과 시스템이 학습자에게 얼마만큼 수용되고 확산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의도 및 재이용 의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6, 7]. 특히 기술 수용에 

있어 재이용 의향은 특정 매체 등을 사용자가 실제로 

활용할 때 장기적 이용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한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인이기 때

문에 교육 현장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의 재이용 

의향을 구조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이용 의향을 학습자가 학습과정

과 활동에서 유튜브 활용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의향으로 정의[8]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의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기대일치, 인지적 태도, 정

서적 태도와 재의용 의향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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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튜브 활용 학습 관련 변인
2.2.1 재이용 의향

재이용 의향은 사용자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다시 한번 이용할 의도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사용자가 경험했던 매체와 기술을 다시 이용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다. 특정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향후 연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사용자의 의

도와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실행된다. 재이용 의향 

관련 선행연구[2]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특정 기술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고, 긍정적 

태도는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9]. 재

이용 의향은 사용자가 특정 기술을 다시 이용하려는 

태도로 정리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이용 의향 개념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재의용 의향을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

정과 활동에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나 의도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재의용 의향은 사

용자가 예상하고 계획된 미래 행동이자 신념과 태도

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10], 재이용 의향

은 사용자가 특정 기술이나 매체 등의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재이용 의향으로 이어진다. 이에 재이용 의향은 사용

자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하게 되

면, 이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용자의 재이

용 의향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태도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에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 간 위계가 성립하며, 인지적 신뢰가 먼저 형성

되고, 정성적 신뢰에 영향을 주며 결론적으로 재이용 

의향에는 영향을 준다고 실증하였다[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기대일치를 관련 변인으로 가성을 설정하여 관

계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가설 1-1.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유튜브 재이용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 유튜브 재이용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기대일치는 

유튜브 재이용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인지적 태도 및 정서적 태도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

고 있지만, 인지와 정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주장

은 계속되고 있다[11]. 인지와 정서 간의 관계는 정서

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인지가 정서를 이끈다는 양

방향성을 주장하고 있다[12]. 정서는 인지 없이 발생

할 수 없으며, 인지에 의해 정서가 형성되고, 태도와 

행동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13-15].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는 특정 매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용

자 측면에서 각기 다른 요소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16]. 특히, 매체나 특정 기술에 대해 태도를 형성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갖게 되는 인

지적 태도와 해당 매체나 기술에 노출되는 동안 자연

스럽게 발생 될 수 있는 정서적 태도 모두를 측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특

정 매체나 기술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인식을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속

성을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대상의 

여러 속성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말한다[17].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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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는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대할 때 능동적인 

사고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과정

은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고, 태도 형성의 기초를 이

룬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태도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감정 상

태[18]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정서적·심리적 

상태의 태도로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

적인 감정으로 나누어진다. 정서적 요소는 특정 기술

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감정을 나타내

는 것이며, 특정 대상에 대해 얼마만큼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느낌을 말한다. 본 연구의 정서적 태도는 

유튜브 활용 학습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학습자의 자

연스러운 느낌으로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 활용 학습

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일치가 인지적, 정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 

정서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2.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기대일치는 정

서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2.3 기대일치

기대일치는 사용자가 IS(Information System: 정보

시스템) 수용 후 매체의 유용성 인식이 사용자의 지

속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의 만족하는 정

도인 기대일치 수준에 따라 이후 재사용에 상대적으

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19]. 기대일치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테크놀로지 사용 이후 채

택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기대일치모형을 토대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 특성, 사회

적 특성, 모바일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용자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기대일치가 유용성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20]. 또한 선행연구[2, 13-15]에

서 기대일치가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를 예측하는 

데 의미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항공 예약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기대일

치가 유용성, 신뢰성, 기술적 지원,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고, 유용성과 만족이 모두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입증하였다[21]. 이처럼 기

대일치는 특정 시스템이나 매체를 사용하는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될 수 있는 변인이며, 본 연구에

의 기대일치는 학습자가 유튜브 활용 학습을 토대로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가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

한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2]. 즉, 유튜브 활용 학습에서 기대일치 변인을 적용

하면, 학습자는 유튜브 활용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차원의 기대 형성이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

것을 매개로 학습에서 유튜브의 재이용 의향에 영향

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1. 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기대일치는 인지

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델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중 하나인 

유튜브를 수업에서 학습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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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 대한 재이용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에 이러닝, 모바일 러닝, 스마트 러닝, 기술기반 

학습, 사이버교육 등 유튜브 활용 학습과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구조관계모델

을 구축하였다. 특히 선행연구[2]의 잠재변인 간 구조 

관계를 적용하여 연구모델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이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

들일 때 영향력이 높은 기대일치, 인지적 태도, 정서

적 태도가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대일치를 외생변

인으로 설정하고,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를 내생

변인으로 설정하여 수업에 유튜브 활용에 대한 재이

용 의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유튜

브 활용 학습 관련 변인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충청남도 소재 A 대학의 학부생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회수된 총 250부 설

문 중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236부(사용률 94.40%)

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3.3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에 사용하기 위한 문항의 내

용 타당도는 기술수용모델이나 사용의도 관련 내용

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3인을 선정하여 

검토를 받았다. 총 4단계를 거쳐서 최종 문항을 선정

하였으며,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는 선행연구를 변인별로 구분하여 전문

가 검토를 위한 사전문항을 10문항 내외로 구성하였

다. 정서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는 선행연구[2]를 기본

으로 의미변별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2단계는 각 

변인에서 선별된 10개 내외의 문항을 전문가에게 검

토를 의뢰하였으며, 참고문헌을 함께 제시하여 문항

을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셋째,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선행연구[2]의 정서적 태도와 인지

적 태도의 측정방법이 의미변별척도로 구성되어있으

나, 본 연구 특성상 리커트 척도로 설문 조사를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두 변인에 

대한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적합성에 맞도록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1

차와 2차로 구분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 및 예비조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에 필요한 최종 문항

을 확정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내용은 <표 

2>와 같다.

[그림 1] 연구 모델

<표 1> 연구 대상
계=236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여

107
129

45.34
54.66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8
61
41
66

28.81
25.85
17.37
27.97

사용

매체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노트북 등)

126
71
39

53.39
30.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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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는 이러닝, 모바일 

러닝, 사이버 교육, SNS 활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새

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했을 때, 사용자들의 사용

의도 및 재이용 의향 등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

되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활

용한 측정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유

튜브 활용 학습의 재이용 의향[2-4]과 관련된 변인으

로 정서적 태도[2, 3]와 인지적 태도[2, 3], 그리고 기

대일치[2]를 변인으로 선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측정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개발하였으며, 구체적

인 조사 도구의 문항 내용 및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는 <표 3>과 같다.

3.4 측정모델분석
연구모델에서 측정모델분석은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확인하여 관측 변인이 잠재변

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였다[23]. 각 잠재

변인의 개념신뢰도는 .81~.91로 충족 기준인 .70을 이

상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8~.71 까지이며, 충족 기준인 .50 이상으로 나타나 

관측 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

였다.

<표 2> 설문 문항 내용타당도 검증 절차
단계 주요 내용

1
문항

선별

▪ 기술수용모델과 사용의도, 재이용 의향 관련 

논문 수집 및 문항선별(10문항 내외)
▪ 관련 변인의 문항 중 공통 문항과 차별 문항

을 구분하여 문항 검토요청



2
문항

검토

▪ 정서적 태도는 교육만족도나 학습만족도와 관

련성이 매우 크며,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 접근 필요

▪ 인지적 태도 문항은 선행 연구의 인지적 유용

성보다 상위개념으로 인지적 유용성 내포

▪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는 의미변별척도로 

개발되었으나 개별적 설문 문항의 리커트 척

도로 문항 수정 필요



3
문항

수정

▪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에 대한 설문 문항 

재검토 요청 결과, 문항 내용 구성이 적절하다

고 평가

▪ 의미변별척도를 설문 문항을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적합한 문항

으로 판별



4
문항

확정

▪ 1차 확정: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 후 각각의 

변인에 대한 문항 확정(5문항)
▪ 2차 확정: 예비조사(30명) 후 신뢰도 검증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3문항)

<표 3> 조사 도구
변인 관찰 변인 M SD  출처

재이용 

의향

나는 앞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이다.
나는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학습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3.71
3.63
3.26

.97

.90
1.00

.87

김용영, 오상조, 안중호,
장정주, 2008
박혜진, 2018

차승봉, 박혜진, 2018

정서적 

태도

학습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유튜브 활용은 좋은 방법이다.
학습자료로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3.80
3.49
3.62

1.09
.87
1.07

.80
김용영, 오상조, 안중호,

장정주, 2008
박혜진, 2018

인지적 

태도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은 기존의 학습방법보다 더 유익하다.

3.03
3.02
3.17

.97

.90

.91
.83

김용영, 오상조, 안중호,
장정주, 2008
박혜진, 2018

기대 

일치

유튜브 활용 학습은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하거나 더 좋았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학습과정은 나의 기대와 일치하거나 더 좋았다.
유튜브 학습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나의 기대와 일치하거나 더 좋았다.

3.40
3.39
3.35

.97

.91

.94
.92

김용영, 오상조, 안중호,
장정주, 2008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기대일치,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가 유튜브 재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89

3.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엑셀을 활용하여 코

딩한 후,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도

구의 문항 신뢰도 분석을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

였다. 독립변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형관계 중복성 

확인을 위해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활용 학습을 통해 재이용 의향과 

관련하여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간의 

구조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3.6 다중공선성 검증
구조관계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로 다중공선성을 검

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85 이상이나 .90 이상의 값이 확인될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23]. <표 5>의 

결과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62~.7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85 이상의 값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변량 다중공선성을 확인은 상관관계 분석 후 허

용값(tolerance)과 분산확대요인(VIF)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허용값은 .403~.450 사이의 값으로 나타

나 .1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확대요인에서 2.220~2.483 사이의 값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6>.

Ⅳ. 연구 결과
4.1 연구모델 적합도 검증

유튜브 활용 학습의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성 검증을 위해 LISREL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23]. 적합도 검증 결과 

(chi-square) 129.90(p=.00), RMR 0.045, RMSEA .085,

GFI .916, AGFI .863, NFI .933, CFI .956, IFI .956, CN

128.249로  (chi-square)과 RMSEA, AGFI, CN 등 4
개의 적합도 지수를 제외한 5개 지수가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유튜브 재이용의향 관련 구조관계분석
4.2.1 모수추정치 검증과 효과분해

모수추정치 검증과 효과분해는 연구모델에 대한 

가설 경로가 수집된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가를 경로 

추정계수와 t값 등을 토대로 유의성 검토 및 가설 지

<표 4> 잠재변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종속변인

(재이용 의향)
재이용 
의향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기대 일치

개념신뢰도 .87 .81 .83 .91

평균분산추출지수 .70 .58 .62 .71

<표 5> 상관관계
변인 1 2 3 4

1 재이용 의향 1.00

2 정서적 태도 .68*** 1.00

3 인지적 태도 .62*** .71*** 1.00

4 기대일치 .69*** .70*** .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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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종속변인

(재이용의향) 충족 기준
독립변인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기대 일치

tolerance >.10보다 큰 값 .403 .431 .450

VIF < 10.0 이하 값 2.483 2.3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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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다. 모수추정치와 효과분해, 그

리고 t값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에서 유튜브 재이용 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태도(.62, t=3.25)

와 기대일치(.34, t=3.24)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태도

(-.11, t=-.66)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지적 

태도(.61, t=4.51)와 기대일치(.33, t=3.42)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적 태도에는 기대일치(.77, t=8.48)가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R2값은 

회귀분석의 설명력과 비슷한 맥락으로 R2값이 높을수

록 구조모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R2

값의 값이 .60~.79로 나타나 구조모델에 대한 높은 설

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수추정치 검증과 

효과분해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가설 경로에 대한

지지 여부는 최종모델에서 제시하였다[그림2].

4.2.2 최종모델 분석 결과

유튜브 활용 학습에서 유튜브 재이용 의향 관련 변

인 간 최종모델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유튜브 재이용 의향 관련 변인 간 총 6개의 

가설적 경로에서 ‘정서적 태도→ 유튜브 재이용 의향

(가설 1-1)’과 ‘기대일치→ 유튜브 재이용 의향(가설 

1-3)’,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가설 2-1)’, ‘기대일

치→정서적 태도(가설 2-2)‘, 그리고 ‘기대일치→인지

적 태도(가설 3-1)’의 5개 경로에서 변인 간 관계의 방

향이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을 

지지하였다. ‘인지적 태도→ 유튜브 재이용 의향(가설 

1-2)’는 변인 간 관계의 방향이 부(-)적 관계로 나타났

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수용되고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사용의도나 

지속의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튜브를 수업

에 도입하여 학습 자료원으로 활용하고 난 후, 학습

자에게 나타나는 유튜브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재이

<그림 2] 최종모델

<표 7> 모수추정치 검증과 효과분해 결과
변인 관찰 변인 가설

검증
모수추정치 검증 효과분해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R2 직접효과 t값 간접효과 총효과
유튜브

재이용 의향

 정서적 태도 지지 .62 .190

.67

.616** (3.25) - .616**

 인지적 태도 기각 -.11 .165 -.109 (-.66) .378* .269

 기대일치 지지 .34 .106 .342** (3.24) .410** .752**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지지 .61 .136

.60
.613** (4.51) - .613**

 기대일치 지지 .33 .096 .318** (3.42) .473** .801**

인지적 태도  기대일치 지지 .77 .102 .79 .772** (8.48) - .772**

*t>2, **t>3(유의수준 .05에 해당되는 t값 통계량은 1.96이상(배병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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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자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태도와 기대일치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태도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2]에서 정보기술 수용 후 정서적 태도와 인지

적 태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인지된 태도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을 포함하고 있는 인지적 태도 변인

은 사용의도나 지속의향 또는 재이용 의향과 관련하

여 주요 변인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 재이용 의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인지적 

태도의 문항 평균이 다른 변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튜브 이용은 학습내용의 이해도 제고(M=3.03,

SD=.97)나 학습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M=3.02,

SD=.90)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정서적 태도에서 학습을 위해서 유튜브 활용은 바람

직하며(M=3.80, SD=1.09), 학습자료로 유튜브 콘텐츠

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성(M=3.62, SD=1.0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2, 15-16]에서 

제기한 정보시스템 관련 태도연구에서 인지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

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의의가 있다. 기대일치의 

경우,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의 수용

에서 경험 후에 생성되는 기대가 재이용 의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태도에는 인지적 태도와 기대일치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태도가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2, 13-14]에서 인지적 태도가 정

서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본 연구

에서 규명하였다. 기대일치가 정서적 태도를 예측하

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2,

14, 22]와 동일하며, 기대에 대한 충족이 유튜브와 같

은 경험에 대한 느낌,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지적 태도에는 기대일치가 유의미한 영향

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0, 21]의 연

구 결과에서 기대일치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

능하다. 따라서 기대일치는 인지적 태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유튜브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경험한 후 느끼는 기대에 대한 충족 여부가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 결과로 인지적 태도

가 유튜브 재이용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수용모델이나 

사용의도, 지속의향, 재이용 의향 등 믿음-태도-행동

과 관련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원

인으로 유튜브 활용 학습을 경험한 후, 유튜브가 학

습을 도와주거나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매체

로 학습자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게 유튜브는 재미와 흥미를 

위한 미디어로써 사용되는 매체이며, 아직은 학습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주요한 자료원을 검색하는 매체

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

브 활용 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놀이를 위한 유

튜브가 아닌 학습에 대한 인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유튜브 활용 수업에 한 번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

서 단기적 측면의 횡적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추후 유튜브 활용 학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업

에 대한 교수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수업 운영, 개선 등 유튜브 재이용 의향

의 효과성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와 관련하여 향후 유튜브 활용 학습에 대한 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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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나 이질 집단 사전-

사후 검사 등을 토대로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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