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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dentified factors that affect the usage of UCC,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n our 

society and throughout the globe. Four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a new integrative model of UCC usage, which 

is built up by incorporating the TAM and the PA(pleasure-arousal)model. We analyzed the data collected in our survey 

of 258 individual UCC users during the period from Oct 2006 to Dec 2006.

We found that pleasure and arousal showed a strong significant effect on individual’s UCC usage, supporting the 

findings of the exiting research on TAM. To be specific, arousal had an effect on the UCC usage through its effect 

on pleasure and self efficacy. Pleasure affected the UCC usage in two ways: First, pleasure affected UCC usage through 

increasing the ease of UCC service. At the same time, pleasure had a direct effect on the UCC usage. Contrary to 

what the prior research on technology acceptance suggested, we found ease of use and social influe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individual’s UCC usage.

We suggest that this finding of no effect of ease of use and social influence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understanding the UCC usage. That is, the UCC usage may be motivated by different factors than those which inspire 

other technology acceptance behavior. The UCC users may be engaging in a creative activity enjoying the sheer 

pleasure of creating UCC, self expression, and sharing what they want to tell. Intrinsic motivation rather than extrinsic 

motivation seems to click this new type of technology users.

Keyword：Ucc(User Created Contents),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Pa(Pleasure-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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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UCC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참여, 

공유의 Web 2.0 시 가 본격화 되면서 소비자들

이 문지식을 갖추게 되고,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달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보편화됨에 따

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들이 직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UCC(user created contents)란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미디어 조직에 소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비직업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콘텐

츠로서, 디지털비디오, 블로그, 포드캐스 (podcas-

ting), 모바일 폰 사진  동 상,  키(wikis)

와 같이 웹을 매개로 한 개인 미디어 활동의 창작

물을 망라하는 개념이다[9, 14]. 이제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베포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수

동  소비자의 역할이 아닌, 주도 으로 여러 형

태의 컨텐츠를 생산하며 자신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극 인 인터넷 행 [2]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UCC는 자유롭게 자기만의 콘텐츠를 창

조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를 필요로 하

는 기업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사

실 국내의 인터넷 포털들의 경우, UCC를 주로 

한 서비스를 일 부터 개발해 왔다. 를 들어, 이

용자들이 질문을 올리고 답하는 네이버, 야후, 다

음, 엠 스 등의 지식검색이 표 인 다. 한

로 된 웹문서가 척박한 국내 DB환경을 감안할 

때, UCC는 검색DB로써의 기능과 함께 웹문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어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콘텐츠 

부족 문제에 착한 인터넷 포털들이 부족한 콘텐

츠를 사용자 생산 콘텐츠라는 UCC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한, 기업들은 

UCC 과정에 참여한 사용자 혹은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에서의 활동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포탈에 

한 충성심이 높아진다고 단함에 따라[6], 포

털들은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UCC를 담는 블로그 서비스와 사진 등 각종 개인 

컨텐츠 리 서비스에 이어 이제는 동 상을 직  

편집,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속속 제공하

고 있고, 일반 기업들도 UCC를 어떻게 마 에 

이용할 것인지 안이 되어 있다. 네티즌 구 을 

통한 마 으로 UCC 활용의 첫 걸음을 떼었고, 

앞으로 UCC의 무한한 가능성 활용을 놓고 고민 

이다. 특히 인터넷의 메가트 드로 동 상이 

 부각되면서 동 상 UCC가 기존의 검색에 이

어 차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

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 상 UCC를 공

유하는 유튜 닷컴(www.youtube.com)이라는 회

사가 미국의 10 와 20 를 열 시키며 제2의 구

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음, 네이버 등 

기존 형 포털들이 동 상 커뮤니티를 개설하기 

시작했고 곰TV를 비롯 아 리카, 엠군, 도라

TV, 다모임 등 동 상 문사이트 들도 속속 자

리를 잡고 있다. 

그 다면 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직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켜 공

유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 왜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에 열 하는 것

일까?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해 소

비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혹은 사이트들의 어떤 특

성들이 UCC에 참여하거나 이용하게 만드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가상커뮤니티, 미니홈피,  블

로그[10, 32, 37, 48] 등에 한 개별 인 연구들

은 간혹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불어 닥친 동 상 

UCC 등 UCC 상 반에 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UCC 이용

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

된다. 왜냐하면, 첫째, UCC 이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소비자들이 UCC 서

비스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때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찾아 부각시키거나 는 우려되는 을 

악해 제거함으로써 UCC 서비스의 수용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86]. 둘째, 향후 다양

한 UCC 서비스의 발 을 상할 때, 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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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식에 한 분석은 미래 수요에 한 측

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UCC 서비스 등 격히 진화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 같은 신기술 는 정보기술의 수용과

정(Technology Acceptance Model : 이하 TAM)

에 한 연구는 그 요성이 꾸 히 인식되어 왔

으며, 특히 신기술의 수용과정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행동과학  상으로 특징지어져 왔다[15, 

20, 23].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사용자들이 정보 기술을 잘 사용하거나 수용

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 기술 연구 분

야에서 요한 이슈로서, Davis(1989)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TAM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 다[23]. 따라서 UCC 서비스 이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데 있어서 TAM은 매우 

유용한 모형이라고 단된다. 그런데, 다양한 정

보시스템에서 TAM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수용에 기여하는 요소

는 기술과 목표고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65]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행 를 이해하기 해서는 인지  요인 

외에 감정  요인들도 알아야 하는데 정보기술분

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는 TAM은 주로 인지

 요인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 물론 TAM 연

구에서 감정을 포함시킨 확장연구가 없지는 않았

으나, 감정의 다차원 인 측면을 포 하지 못했다

는 단 이 있다. 즉, 기존의 TAM의 확장 연구에

서는 사용자의 감정을 포함시켰는데, 주로 즐거움

에 국한 되어있다. 그러나 Russell(1980)에 의하

면, 감정의 스펙트럼에는 두 개의 주요한 차원이 있

는데, 즉 즐거움(pleasantness)과 환기(arousal)가 

존재한다고 하 고[69], Baggozi(1991) 역시 두 가

지 차원 각각이 쾌락측면과 환기 측면을 표출한다

고 주장하 다. 그런데 이러한 환기는 Donovan 

and Rossiter(1982)에 의하면 즐거움이 행 에 

미치는 향에 정  향을 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 으며[28], Larsen, et al.(1986)은 환기수

이 높을수록 정 인 감정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강한 즐거움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5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기를 연구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 은 소비자의 어떤 특성이 혹

은 사이트의 어떤 특성이 UCC 서비스에 참여하

거나 이를 이용하게 만드는지를 밝히는데 있으며, 

이때 기술채택  사용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TAM뿐만 아니라, 기존의 TAM 연구에서 간과

되었던 감정 스펙트럼의  다른 차원인 환기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가상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등 

UCC 서비스 반에 한 소비자 이용에 한 연

구를 학문 으로 진 시킬 뿐만 아니라 실무 으

로 포털  일반 기업들의 시장세분화, UCC 서비

스 확산,  이와 련된 마 략 수립에 유용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2. 이론  배경

2.1 기술수용모형(TAM)

정보기술에 한 개인의 반응에 한 연구는 정

보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 [33]을 수정한 TAM은 사용자들의 정보기

술수용  사용 형태를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연

구  하나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용자들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

ceived usefulness)을 제시하 다. Davis(1989)

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련

된 태도(attitude towards use)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태도는 실제 시스템

의 사용과 련된 행동 의도(behavior intention)

에 향을 미치고, 행동 의도는 다시 실제 정보시

스템의 사용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을 제시하 다[23].

1990년 에 TAM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수의 

확장, 새로운 기술에의 용 등 모형의 일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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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49, 55, 8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TAM에서 제시된 유용성  용이

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기  요인들을 포함하여 

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 인 

요인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Igbaria(1993), 

Rogers(1995), Taylor and Todd(1995), 그리고 

Downing(1997) 등의 연구자들은 사회  향력

(Social influence)이 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 고[30, 41, 68, 80], Mathieson(1991), 

Dordick and LaRose(1992)  Williamson(1993)

은 즐거움(fun/pleasure)이 기술수용에 향을 주

는 변수로 주장하 다[29, 57, 91]. 한 Zmud 

(1979), Assael(1981) 등은 사용자의 개인  특성 

역시 기술의 수용에 향을 다고 지 하 다

[16, 96]. 이와 같이 TAM 모형은 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는 포 인 

모형으로 확장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통 인 정보시스템과의 비교

보다는 주로 기존의 TAM 모형에서 사용되어 오

던 요인들과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인

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게임, e-러

닝 등 인터넷의 각 산업별로 합한 TAM 모형

들을 개발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인터넷 환경

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상거래나 개인간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 인 정보시스템에서 

연구되어온 요인과는 다른 요인에 한 심이 모

아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 자상거래

나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는 신뢰가 추가되어 연구 

되었으며[36], 오락 인 요소가 강한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는 몰입(flow)이 추가되어 연구되었다

[40]. 즉, Gefen and Straub(2002)는 자상거래

에 있어서 용이성의 요성을 주장하 으며[35], 

Vijayasarathy(2004)는 유용성과 용이성 외에 보

안(Security), 자기효능, 규범  믿음(Normative 

Beliefs) 등이 태도에 향이 미친다고 주장하

다[88].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술을 

상으로 TAM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UCC를 상으로 한 TAM 연구는 없으며, 한 

주로 인지  요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감정  차원에서는 즐거움만이 포함되었으나, 

UCC 상을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고, TAM에 

다양한 감정  차원을 고려하기 해 다음에서 

UCC 상과 인간의 감정에 한 연구들을 논의

하고자 한다.

2.2 UCC 개념  황

디지털 융합시 를 맞아 인간, 기술, 산업간 융

합이 사회와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각

종 융합기기와 서비스는 개인미디어를 지원하고, 

사용자들은 콘텐츠의 Prosumer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UCC를 가능하게 했고 우리로 하

여  그 가능성에 주목하게 했다. UCC란 사용자

가(User) 창작해낸(Created) 콘텐츠(Contents)이

다.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각종 동호회 커뮤니티

들 등이 모두 UCC 기반 서비스에 해당한다. 네이

버를 재의 치에까지 오르게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지식인 서비스도 역시 UCC를 기반으

로 하는, UCC로만 이루어진 서비스이다. 인터넷

의 등장과 네트워크의 발 은 UCC를 가능하게 

했으며, 개인 심의 다양한 융합 미디어와 특화

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정보와 콘텐츠의 

소비자 이자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보다 편

리한 환경이 형성되었다. UCC는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새로

운 문화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발 하고 있다는 

것이다[14].

UCC는 사용자의 자발 인 참여와 공유로 인해 

확  재생산되는 것으로써 지속 인 참여는 네트

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며,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즉, UCC는 참여에 기반한 컨텐츠이

기 때문에 참여로 인한 효용이 기 된다. 자발

인 참여는 안정 인 가입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

게 해주고, 충성 고객화 되는 기반이 된다. 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사용자들의 효용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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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동시에 증 된다는 측면에서 UCC는 

많은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써 각  받

고 있다. 특히,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약 30%가 창작  디지털 가공 

등의 형태로 UCC를 직  생산하고 있으며, 직간

으로 참여와 공유 등을 통한 UCC 생산에 기

여하고 있는 이용자는 91%에 달할 만큼 UCC에 

한 욕구가 크다. 따라서, 최근 일부 IT 기업들

은 UCC 서비스 참여자들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

을 되돌려 으로써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반 하듯, 국내 주요 포탈들은 앞다투

어 UCC 기반 서비스 확보를 한 경쟁에 뛰어들

고 있다[9].

미국의 유튜  닷컴과 한국의 도라TV, 아

리카 같은 곳에서는 ‘무한  채 ’을 확보해 놓고 

동 상 DB는 끊임없이 쌓이고 있다. 사이트 방문

자들은 처음에는 수많은 동 상들을 찾아 보는 데

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방송국을 속속 개설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터넷 매트릭스의 자료를 보

면 도라TV는 1년 사이에 무려 1000%에 가까

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유튜  닷컴의 사

례를 보면 올해 말 도라TV의 트래픽 성장은 

어디까지인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이다[98].

이와 같은 상에 해 Wellman(2003)은 ‘네트

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라

고 정의하면서, 개인들은 심, 취향 등을 근거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단순히 개인화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을 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90]. 즉,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인

한 보편화된 방식의 제공과 문화 공유 통로의 연

결은 개인의 문화 창조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컨버 스 시  개인 심의 다양한 융합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콘텐츠 제작과 정보

의 생산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

었으며, 이는 UCC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문화 생

산의 원천은 더욱더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는 것

이다[14].

2.3 개인의 감정과 환기에 한 연구

개인의 감정은 개인의 단과 행 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써 최근에 들어 심이 두

되는 주제이지만, 이제까지는 TAM 련된 연구

에서는 미흡하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콘텐츠 창출  참여라는 본 연구의 주제

에서 감정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에 반

함으로써, 개인의 UCC 경험에 해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향후 기업들에

게는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요성을 인식시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 , 효과

으로 UCC를 가능하게 할 것인 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인의 심리상태, 즉 감정은 개인의 단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소로서[44, 75], 감정

이 행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즉, 콘텐츠 창작에 한 심과 사랑의 

감정없이는 창작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한 남이 올린 UCC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도 감정은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감정은 인지에 비해서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소외

되어왔다. 즉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서는 감정  

상을 요한 연구주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

을 내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기 때문

에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만을 연구주제로 다루어

왔던 행동주의자들에게서 감정 상은 그들의 

심 상이 아니었다. 한, 인지주의의 연구주제는 

통 으로 냉정하고, 합리 인 념화에 한 것

으로 감정은 이러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

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eiss and Cropan-

zano(1996)는 감정과 인지의 독립  향을 제시

하는 네 개의 실증연구를 수행하 으며[89], Triandis 

(1980)도 감정과 인지의 분리를 통해서 감정  태

도와 행동간의 계의 정확성에 해 논의하 다

[82]. 한, Zajonc and Markus(1982)는 인지와 

감정이 별개의 독립  시스템이라는 독립가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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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다. 이들에 따르면, 감정은 인지 없이도 

생겨날 수 있으며 인간생활에 있어서 인지보다 감

정이 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 다[94]. 

따라서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정도 인지

와 함께 TAM 연구에 요한 요소로써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즉, 개인들의 UCC 활동을 이해하

기 해서는 개인들의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포

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감정을 

‘ 정 -부정 ’, 혹은 ‘좋다-나쁘다’와 같은 평가

 측면만을 다루는 단일 차원의 감정이 아닌 보

다 다차원 인 감정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UCC를 수행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행 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감정의 차원과 련된 연구의 핵심에는 일반  

의미의 감정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환기(arousal)

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Mehranian and Russell 

(1974)는 환기의 개념을 졸림에서 열 에 이르기

까지의 활성화된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60], Singh 

and Hitchon(1989)은 생리  에서의 정력성, 

활동성, 내부 긴장감, 경계심의 정도 는 심리  

에서의 깨어있거나 행동할 비가 되어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78]. 한 James(1980)는 환

기가 정서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45].

오랫동안 감정의 핵심 인 개념으로 연구 되어 

온 환기는 소비자 행동과 련하여서도 요한 연

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환기수 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처리 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이다. Mehrabian and Russell(1974)는 

인간은 특정 환경조건에서 반응 인 행동을 하기 

에 정서 인 반응을 경험하며, 이에 의해 행동

이 유발된다는 인간의 환경에 한 반응과정을 세 

가지 감정차원(pleasure-arousal-dominance; 이하 

PAD)으로 나타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60]. 즉 

인간은 환경  자극에 해야 정서  반응이 일어

나고 이런 정서  반응이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PAD가 환경  상황에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서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하 는데, 즐거움(pleasure)은 어떤 상

황에 있어서 좋거나, 기쁘거나, 행복한, 혹은 만족

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와 련되고, 환기(arousal)

는 흥분되거나, 자극되거나, 민첩한 혹은 활동

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 지배(dominance)

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개인의 활동에 통제를 받

거나 자유롭다고 느끼는 정도와 련된다. 이러한 

PAD모형에서는 특정 환경에서의 정서  반응이 

세가지 감정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환경에 한 모든 정서  반응이 근-회피

(approach-avoidance)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주

장한다. 즉, 개인의 정  감정은 특정 환경  자

극에 해 근 행동으로 나타나고, 부정  감정

은 회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Donovan and Rossiter(1982) 등을 

심으로 한 연구자들은 PAD이론의 변경을 주장한

다[28]. 즉, 이들은 PAD 모형을 이용한 포환경

과 소비자 행동 계에 한 실증분석에서, 환기

( 포에 의해 유발된 놀라움이나 흥미의 감정)는 

잠정  즐거움을 자아내 포 내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매원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하 지만, 지배는 포내 행동에 유의하

지 않다는 것을 검증 함으로서 Mehrabian and 

Russel(1974)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

다[60]. 이후, Russell(1980)은 감정의 스펙트럼에

는 두 개의 주요한 차원 즉, 즐거움(pleasantness)

과 환기(arousal)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69]. 

특히 Russell(1980; 1991)은 일련의 감정연구를 

통해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을 단일차원

에 치하고 있는 양극단 지향의 (-) 계 개념으

로 정의하면서, 감정은 정(pleasure), 부정(dis-

pleasure) 차원, 환기(arousal)와 지루함(boredom) 차

원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며, 서로 독립 인 

계를 형성한다고 하 다[69, 70].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이상의 감정의 연구를 바탕으로 즐거움과 환

기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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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TAM 모형을 통해 사용

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혹은 사이트들의 어떤 특성

들이 UCC에 참여하거나 이용하게 만드는지를 규

명하고자 한다. 이때 환기라는 감정의  다른 차

원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포 인 모형을 검증

하고자 한다. 그리고 TAM의 다른 연구들[26, 43, 

87]과 마찬가지로 태도 개념은 제외하 다. 구체

인 가설의 내용은 아래에서 제시하 다. 

3.1 용이성, 유용성  UCC 서비스 이용

Davis(1989, 1993)는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서 

두 가지 요한 인지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

ived ease of use)을 주장하 다[23, 24]. 그는 유

용성을 “어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며, 이는 업무의 효과, 생산성  업무에서 

사용하는 정보기술의 요성과 련된다고 보았

다. 한 용이성은 “어떤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며, 이

것은 정보기술을 학습하기 쉽고 사용에 있어서 신

체 , 정신 으로 노력이 게 드는 것을 의미하

다[23, 24]. 이후 여러 연구들이 이 두 개념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재평가하 다[15, 

20]. Davis, et al.(1989)은 이 두 개의 사용자 인

지 즉, 유용성과 용이성이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

서 매우 강력한 측 변수임을 주장하 으며[25], 

특히 유용성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기

존의 기술을 체하거나 사용하는데 요한 요소

로 검증되었다[27, 57]. 

한 용이성이 정보기술 사용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용자의 수용 정도를 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dams 

et al.(1992)의 연구 결과에서 용이성은 기술 사용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 

Igbaria, et al.(1997)의 소규모 기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유용성보다 용이성이 더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Thompson, 

et al.(1991)의 연구에서도 용이성과 유사한 맥락

에서 단기  복잡성이 PC 활용에 미치는 부정  

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81]. 본 연구의 

상인 UCC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인터

넷에 서비스되고 있는 간단한 편집 툴만으로도 개

인 동 상의 제작이 가능한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 빠른 송 속도 등의 편리성 측면과 기존이 

매체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

다는 , 한 자신이 직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

과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사이트에 올

려서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결국 

UCC 활동에 있어서도 용이성과 유용성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이 용이성이 유

용성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Davis(1989)

는 TAM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용이성과 유용

성 간의 계에서, 용이성이 유용성에 향을 미

침을 제시하 다[23]. 즉,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은 

그 지 않은 시스템보다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하

고 업무 수행효과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론  련성은 실증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23, 24, 25, 57, 59, 80, 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a : UCC 서비스의 유용성은 UCC 서비스 

이용에 정  향을 다.

가설 1b : UCC 서비스의 용이성은 UCC 서비스 

이용에 정  향을 다.

가설 1c : UCC 서비스의 용이성은 유용성에 

정  향을 다.

3.2 UCC 서비스의 한 사회  향, 유용성, 

용이성  UCC 서비스 이용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의 행 는 개인만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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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 다[7]. 즉, 개인의 경

험과 행 를 타인, 집단, 문화와의 계 속에서 

악하는 이다. 이 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진술과 행 를 찰함으로써 자신의 신념, 의견, 

태도, 능력, 감정 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과

정으로서 특정 방향으로 행 를 결정하는 사회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  향

(social influence)’이라 부른다. 정보기술 사용에 

한 여러 이론들(TRA, TPB, 신이론 등)에서

도 사회  향은 요한 요인이다. 즉, 사회  

향의 세부개념으로서, 주  규범은 TRA, TPB 

 상세 TPB 모델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보

기술 수용이나 사용의 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22, 39]. 

사용자가 기술수용행동을 할 때 사회  향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 기술에서나 일반 으로 일어

나는 상으로 보여지며, 특히 제품의 구매와 정

보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4, 83]. TAM 연구에서 Taylor and Todd(1995)

는 주  규범인 사회  향이 정보기술의 사용 

 수용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80]. 한, 사회  향의 다른 

개념인 이미지(image)는 “ 신의 수용  사용으

로 인하여 사회 시스템 내에서 강화되는 지 [66]”

으로, 개인의 사회  지 향상과 련되어 있으며, 

Dawning(1997)은 개인의 인식과 더불어 사회  

향이 개인의 행 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악하 다. 

특히 Rogers(1995)에 의하면 새로운 제품을 받

아들이는 속도가 늦은 후기 수용자 일수록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시

하 다[68]. 한 잘 알지 못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도 주변 사람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보 시스템 수용 기에 주  규범의 

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9, 

49]. Wellman(2003)은 재의 UCC 상을 설명

하면서, 각 개인의 역량이 부각됨과 동시에 개인

이 네트워크의 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계

를 형성해가는 상을 네트워크된 개인주의로 언

하면서 개인들이 심과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단순히 개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심으로 네크워크를 구축해 나간

다고 주장한다[90]. 이러한 에서 결국 UCC 활

동은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주변 사

람들의 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U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사회-기술론자들은 사회 계의 네트워크가 모

든 작업 행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

술 역사학자인 Mitcham(1994)는 개개인의 다양한 

스타일과 사용 형태를 “의도하지 않은 의도”(상징

 수용)라고 하 다[62]. 이러한 은 개인의 

믿음은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 계를 통해 사회

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 사회  

향과 유용성에 한 기존 연구들  특히 TAM2 

연구[87]는 주  규범과 유용성 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계가 존재함으로 보여 다. 즉, 사용

자들이 거집단의 신념(정보시스템의 유용성에 

한 믿음)을 자신의 신념체계에 포함시키는 과

정, 즉 내부화 과정을 통해 유용성에 한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Moore and Benbasat 

(1991)과 Venkatesh and Davis(2000)는 직무환

경에서 이미지로 인한 워와 향력 증 로 사용

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용성이 향

상된다는 것을 입증하 다[66, 87]. 실제로 거집

단이 해당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모습과 업무성과

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가시 으로 잠재  사용자

들에게 보여 다면, 사용자들은 해당 정보기술의 

유용성을 지각하고 이용의도도 높아진다는 것이

다[5]. 이러한 은 사회  향과 용이성에 있어

서도 동일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양희동, 최인

(2001)은 사용자들이 거집단의 신념을 자신

의 신념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용이성에 있어서

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3].

이러한 상은 UCC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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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할 것으로 상된다. 사람들은 네트워크 상의 

다른 사람들의 UCC 활동뿐만 아니라 주 의 동

료, 친구, 가족들의 UCC 활동에 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자기 주 의 요한 사람들이 UCC 

서비스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활동이 

유용하고, 편리하다고 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주  사람들의 UCC 사용은 

개인으로 하여  UCC 활동이 유용하고 용이하다

고 단하게 되는 데에 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회  향은 UCC 서비스 활동의 특성에 한 

개인의 유용성과 용이성의 지각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로 제시하 다.

가설 2a : UCC 서비스의 사회  향은 UCC 

서비스 이용에 정  향을 다.

가설 2b : UCC 서비스의 사회  향은 유용성

에 정  향을 다.

가설 2c : UCC 서비스의 사회  향은 용이성

에 정  향을 다.

3.3 UCC 서비스의 자기유능감  용이성

사회인지이론[18]에서는 사람들이 내부의 힘 

는 외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가

정하며, 신에 인간의 행동은 행 , 인지와 개인 

요인, 그리고 환경  사건 체가 각각 결정 요소

로서 상호작용하는 상호결정성(triadic recipro-

cality)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인간 행동에 향

을 미치는 이러한 동  계의 핵심 조정 메커니즘

은 “개인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으로 

정의되는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이다. Salomon 

(1984)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유능감이 높은 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높은 성과를 획득하

는 것을 확인했으며[76], Bandura(1997)는 어떤 

과제에 한 도 성은 해당 과제와 련된 지식이

나 기능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18]. 이러

한 자기유능감은 개인이 어떤 상에 해 갖는 

목표설정과도 계가 있으며, 자기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 달성을 해 타인과 비교하여 상

으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장애 요소가 나타

날 때 해당 목표의 달성을 해 더 지속 으로 끈

기를 발휘한다[18]는 것이다[11]. 이러한 자기유능

감의 향력은 복잡한 의사결정[92], 컴퓨터 기능 

습득[63], 사용자의 기술 습득[84], 매체활용 수업

[93] 등과 같은 많은 실증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

증되었다. 

따라서 특정 활동을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76], 보

다 그 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다고 지각하게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자를 상으

로 한 Compeau and Higgins(1995)은 컴퓨터 자

기유능감이 사용에 한 용이성 인식에 직  

향력이 있음을 검증하 고[21], Igbaria and Iivary 

(1995)의 연구에서는 자기유능감이 사용과 용이

성 인식 모두에 직 인 향력이 있음을 검증하

다[42]. 한, Mcfarland(1996) 역시 컴퓨터 유

능감이 시스템 사용의 용이성과 웹 라우  탐색

의 용이성 인식에 직 인 향력이 있음을 검증

하 다[59]. 즉,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자기유

능감이 높은 사용자들은 용이성에 한 지각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84, 86].

UCC 서비스 활동에서도 역시, 자기유능감이 높

은 UCC 이용자들은 UCC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 사용방법 혹은 참여방법의 학습에 투자하는 

정신  노력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고[76], 이를 

통해 실제 UCC 서비스 이용이라는 과업을 성취

하려는 욕구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UCC 서비스라는 활동에 해 학습하고, 자신의 

활동 평가에 한 증가된 노력은 결국 UCC 서비

스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UCC 서비스에서 지각하는 자기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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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이성에 정  향을 다.

3.4 UCC 서비스의 즐거움, 환기, 자기유능감, 

용이성  UCC 서비스 이용

Mehranian and Russell(1974) 행동은 주어진 

환경하에서 발생된 감정  상태의 결과로 발생된

다고 보고 있다[60]. Russell and Pratt(1980)과 

Russell, et al.(1981)은 자연환경이든 인공으로 만

든 환경이든 환경은 두 가지 기본 인 차원 즉 즐

거움/불쾌함과 환기의 정도로 분류되는 감정을 유

발한다고 주장한다[71, 72]. 

사람들은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며,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8]. 한 강한 환기가 불쾌함

과 결부되지만 않는다면, 환기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 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한다[60]. 인터넷상

의 연구들[61, 67]에서는 인터넷상의 자발  흥미, 

즐거움의 증 는 고객이 근행동에 향을 미친

다고 제시하고 있다. Reinchheld and Schefter 

(2000)은 인터넷상에서 경험하는 고객의 정  

감정은 사이트에 한 재방문의도를 증가시킨다

고 제시하고[67], Menon and Kahn(2002)의 연

구에서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즐거움을 많이 경험

할수록 사이트에 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증가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61].

TAM 연구에서도 역시 정  감정, 특히 즐거

움이 정보기술 사용의 내재  동기로서 언 된다. 

즉, 즐거움은 시스템의 도구  가치 이외에 정보

기술 사용 활동의 확장으로서 개인이 즐겁다고 인

지하는 정도[26], 혹은 기술의 사용이 삶을 활력

화 시키는 정도를 말한다[27]를 말한다. Malone 

(1981)은 컴퓨터 게임에 한 연구에서 사용자 의

도와 행동에 즐거움이 요한 향요인임을 제시

하 고[56], Davis, et al.(1992)는 지각된 즐거움

이 워드 로세싱 로그램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26]. Childers, et 

al.(2001)은 온라인 쇼핑행 에 한 사용자의 태

도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유용성이나 사

용편리성 등의 실용  동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의 쇼핑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나 재미와 

같은 쾌락  동기도 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19]. 한 Koufaris(2002)는 웹기반의 상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온라인 소비자는 구매자이

자 컴퓨터 사용자인 이 인 특성을 갖는다고 주

장하며 지각된 유용성뿐만 아니라 쇼핑 경험의 즐

거움도 소비자의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50].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내부 으로 존재하는 심

리  요인들에 의해 진될 수 있으며, 즐거움과 

같은 요인들은 신기술 사용에 한 내부  동기를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 사용으로 인해 직 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나 본능 으로 

정 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

들보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다

[57]. 따라서 UCC 서비스 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사용을 강화하게 되고, 즐

거움을 높이기 하여 지속 으로 UCC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해지는 것이다. 특히, 

UCC는 단순히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읽거나 시

청하기도 하지만, 보다 극 으로는 사용자 스스

로 직  콘텐츠를 창작하여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 에 즐거움이 미치는 향은 매우 크

다. 즉, Lorge(1936)는 감정이 (transfer of feel-

ing effect) 연구에서 정 인 감정에 기인한 사

람이 메시지를 할 때 그 지 못한 사람이 했

을 때보다 메시지가 더 많이 정 으로 받아들여

진 것을 증명하 다[52]. 즉 메시지 달자와 

련된 그들의 좋은 느낌이 메시지 내용으로 이 되

었기 때문에 정 으로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한, 사람들은 정  정서상태가 지속될 때, 

융통성도 많아지고 보다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58], 정 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새롭고 창의 인 연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종업원들이 조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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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정서를 느낄 때 종업원이 자발 으로 조

직에 심을 보이고, 업무를 향상시키기 하여 

조직에 책임감 있게 참여한다는 조직시민행 의 

에서 볼 때도, UCC 서비스 사용자들의 즐거

움 정도가 높을 때 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으로 볼 때 사용자들

의 UCC 경험이 즐거울수록 이러한 정  정서

는 다른 UCC 사용자에게 그 로 이 되어 서로

간에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좋은 

느낌은 상호작용에 의하여 보다 많은 의사소통과 

몰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새로운 UCC 창출

이나 창출된 콘텐츠의 공유라는 UCC 서비스 이

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이러한 즐거움은 UCC 서비스 이용의 용

이성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즐거움의 사용자들

의 내재 (intrinsic) 동기 요인으로 기존의 TAM 

연구들에서는 사용자들의 내재  동기요인들은 

외재 (extrinsic) 요인들과 달리 사용자들이 자

발 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게 하며 이 요인이 높

은 사용자들은 해당 정보기술에서 용이성을 지각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26, 84]. Venkatesh and 

Brown(2001)과 Venkatesh(2000)의 연구에서도 

내재  동기 요인들(기쁨, 오락성, 놀이성, 즐거움 

등)이 용이성과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84, 85]. 왜냐하면, Mayer et al.(1990)의 연구에

서 제시했듯이 사람들은 정  정서상태가 지속

될 때, 융통성도 많아지고 보다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58].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

면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동일한 UCC 

서비스에 해서 용이하다고 지각하게 될 것이다.

정서에 한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

ry)에 근거하여 Schachter and Singer(1962)는 

정서의 자기인식이 경험된 생리  환기(excited, 

alert, active, stimulated) 정도에 따르는 “화난” 

혹은 “행복한” 것과 같은 인지표식(cognitive la-

bel)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74]. 즉, 환기

가 “행복한” 혹은 “화난” 같은 인지표식을 유도한

다는 것이다. 한 Sears, et al.(1985)도 정서  

경험에 있어서 환기가 스스로 구체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표식, 즉 즐거움, 노여움 등 다양한 

정서  반응에 선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6]. 다

시 말해서 환기상태에서는 즐거움이나 노여움 같

은 자기 혹은 타인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인지

표식이 나타날 확률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상

으로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환기가 즐거움의 

선행변수라는 것이다[53].

이에 따라, 환기성향, 정  정서와 련된 성

격연구에서 가장 지속 으로 반복된 발견 가운데 

외향성은 정  정서 수 과 신경증은 부정  정

서수 과 상 이 있다는 것이다[97]. Zuckerman 

(1994)에 의하면 환기수 의 변화는 정서와 련

이 있으며, 최  환기 수 에 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 다. 환기가 무 높으면 불안의 정

서를 경험하지만 무 낮으면 권태를 경험하기 때

문에 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환기를 최 화시

키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불쾌(unpleasant)의 

경험에서 쾌(pleasant)를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  환기는 즐거움의 인지

와 련이 있다. 정용각(1997)의 연구에서는 신기

함 추구 요인은 정  정서와 정 으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 홍숙기(1994)

는 최 의 경험은 환기의 변화 즉, 최 의 환기수

을 유지할 때 발생되는 상태로 결국은 정  

정서로 보며, 이러한 경험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13]. 

이러한 것을 볼 때 환기 수 은 즐거움과 련되

어 UCC 서비스 활동에 향을  것이다. 김분도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신기함 추구, 스릴 추구

가 모두 정  정서와 련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환기상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활동 이며 모험 인 활동에서 정 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UCC는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틀에 

박힌 내용이 아닌 사용자들이 직  만든 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의 감성을 달하고자 하는 보다 활동

이고 창의 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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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서비스 이용으로 유발된 환기(놀라움이나 

흥미의 감정)는 즐거움을 자아낼 것이며, 이러한 

즐거움은 UCC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앞에서 언 한 자기유능감이론[18]에서는 자기

유능감 단을 형성할 때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원의 하나로, 개인의 생리 , 정서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생리 , 정서  상태가 특정 

과업에 한 개인의 자기유능감 단에 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면서, 과업에 한 불안감 등의 부

정 인 정서  반응은 과업을 완성하려는 개인의 

능력에 부정  단을 이끈다는 것이다[17]. 

정보기술 수용의 정서  측면은 컴퓨터 불안감

으로 불리는 구성개념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컴퓨터 불안감은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할 가능성

에 직면할 때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 는 공포로 

정의된다[77]. Miura(1987)는 불안감이 은 사용

자가 유능감을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다[64]. 즉, 컴퓨터 자기유능감과 같이, 컴퓨터 불

안감은 컴퓨터 이용에 한 사용자의 일반  지각

과 련되어 있다. 컴퓨터 자기유능감이 능력에 

한 단과 련이 있는 반면에, 컴퓨터 불안감

은 컴퓨터 이용에 한 부정 인 감정이다. Zhang 

and Espinoza(1998)는 개인의 컴퓨터에 한 태

도(편안함/불안감)가 컴퓨터 자기유능감의 선행변

수임을 실증한 바 있다[95]. 자기유능감 이론에 

의하면, 컴퓨터에 한 불안감과 같은 부정  감

정은 개인의 효능기 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반 로 개인의 즐거움이나 환기 같은 정

 감정상태에서는 보다 정 으로 자기능력에 

해 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즉, 

UCC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수많은 사용자들이 생성해낸 개성있

는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즐거움

이나 환기상태에 이르면 UCC 창작이나, UCC 공

유활동 등에 한 자신의 능력에 해 보다 정

으로 단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a : UCC 서비스의 즐거움은 UCC 서비스 

이용에 정  향을 다.

가설 4b : UCC 서비스의 즐거움은 용이성에 

정  향을 다.

가설 4c : UCC 서비스의 환기는 즐거움에 정

 향을 다.

가설 4d : UCC 서비스의 즐거움은 자기유능감에 

정  향을 다.

가설 4e : UCC 서비스의 환기는 자기유능감에 

정  향을 다.

4. 조사방법론

4.1개념의 조작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 독립변수로는 UCC 서비스의 유용성, 용이성, 

즐거움, 환기, 사회  향,  자기유능감,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UCC 서비스 이용을 설정하 다. 

모든 변수에 한 설문은 리커트(Likert) 7  척

도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용성은 ‘UCC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자신의 

일의 수행을 향상시키고 유용함을 증 시켜  것

이라고 믿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용이성

은 ‘UCC 서비스가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고 있거

나, 사용하는데 정신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하 고, 이들 변수를 

측정하기 해서 Venkatesh land Davis(1996) 

연구[86]에 따라 용이성 5개 설문항목, 유용성 7

개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즐거움은 ‘UCC 서비스의 이용이 삶을 활력화 

시키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해 

Dishaw and Strong(1998)의 연구[27]에 따라 7

개의 항목을 수정 개발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환기는 ‘졸림에서 열 에 이르기까지의 활성화된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해 Mehrb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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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ussell(1974)의 환기추구경향 척도(Arousal 

Seeking Tendency Scale : AST-I)[60]를 본 연

구에 맞춰 수정 개발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사회  향은 ‘UCC 서비스 이용자가 재보

다 향상된 사회  지 를 획득하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래 집단에 소외당하지 않기 해 UCC 서

비스을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Mathieson(1991), Taylor and Todd(1995), 

그리고 Moore and Benbasat(1991)의 연구[57, 

66, 80]에 따라 5개의 항목을 수정 개발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자기유능감은 ‘UCC 서비스 활동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해 얼마나 성공 으로 요구되는 행

동을 할 수 있는가에 한 기 정도’로 정의하

으며[18], 본 연구에서는 Jones(1986)의 연구[47]

에 기 하여 총 3항목으로 측정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UCC 서비스 이용이란 ‘사

용자가 UCC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정도’이

다. UCC 서비스 이용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평균 사

용시간이다. Davis(1989)의 TAM에 한 연구들

에서도 이들 항목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Davis(1989)가 사용한 평균 사용시간[27]을 

사용하 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문항수 출처

유용성 7문항 Venkatesh and Davis(1996)

용이성 5문항 Venkatesh and Davis(1996)

즐거움 7문항 Dishaw and Strong(1998)

환기 7문항 Mehrbian and Russell(1974)

사회  향 5문항
Mathieson(1991), Taylor and 
Todd (1995), Moore and 
Benbasat(1991)

자기유능감 3문항 Jones(1986)

UCC 이용 1문항 Davis(1989)

4.2 자료의 수집, 연구방법  구성

본 연구에서는 UCC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

을 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간 

설문조사를 수행되었다. 설문 상으로 선정된 개

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기 이 에, 이들 각각에게 

화를 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고 설문에 

응답해  것을 요청하 다. 이들 가운데서 설문

에 응답해  것을 약속한 조직구성원들을 만나거

나 E-mail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총 500부의 설

문지를 발송하 다. 설문지를 발송한 1주 이상 경

과하 으나 설문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직  면

하거나 화  메일을 통해 신속한 설문 조를 

부탁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270부가 회

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2개 제외하고 

258개를 최종 으로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응답한 258명의 응답자들은 남자 122

명(47.3%), 여자 136명(52.7%)으로 이루어져 있

다. 연령층은 10 부터 50 까지 나타났으며, 20

가 214명으로 82.9%를 차지하고, 10 가 33명

(12.8%)로 10 와 20 가 표본의 주를 이루어 있

다. 교육수 에 있어서는 국졸부터 학원 박사졸

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고졸의 학력이 76%

로 주를 이루었고 졸이 37명으로 14.4%를 이루

었다. 직업의 경우, 고생, 학생, 주부, 회사원, 

자 업  기타 등으로 분포되었고, 학생이 198

명(76.7%)으로 나타났다.

5. 연구가설의 검증

5.1 분석방법  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

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Windows SPSS/PC version 12.0

의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사 통계 분석과 기

통계분석을 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상 계분석,  AMOS 5.0을 사용한 확

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항목에 한 내 일 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해 Chronbach’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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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량 Cronbach’s 
Alpha변수항목 1 2 3 4 5 6

즐거움1 .747 .116 .138 .177 .010 .250

.922

즐거움2 .767 .261 .085 .171 .177 .201

즐거움3 .729 .375 .166 .038 .214 .051

즐거움4 .789 .117 .152 .056 .208 .132

즐거움5 .783 .292 .084 .063 .184 .100

즐거움6 .742 .097 .179 .162 .088 .174

즐거움7 .691 .233 .149 .052 .073 -.054

환기2 .404 .544 .393 .257 -.005 .051

.911

환기4 .295 .538 .362 .308 .094 .030

환기5 .365 .760 .225 .113 .160 .083

환기6 .274 .839 .170 .066 .156 .079

환기7 .360 .746 .178 .104 .159 .112

사회  향1 .074 .436 .568 .047 .141 .162

.889

사회  향2 .095 .237 .767 .128 .188 .180

사회  향3 .230 .124 .773 .192 .242 .174

사회  향4 .224 .213 .682 .092 .289 .214

사회  향5 .265 .186 .650 .187 .211 .247

용이성1 .236 .138 .153 .588 .313 .171

.877

용이성2 .136 .143 .192 .679 .299 .066

용이성3 .056 .075 .129 .783 .310 .091

용이성4 .075 .155 .098 .750 .344 .107

용이성5 .074 .067 .028 .643 .424 .113

유용성1 .307 -.154 .217 .273 .615 .055

.888

유용성2 .322 -.130 .270 .317 .608 .066

유용성3 .155 .119 .166 .133 .759 .008

유용성4 .148 .001 .159 .330 .706 .110

유용성5 .023 .214 .144 .197 .740 .074

유용성6 .084 .248 .145 .198 .673 .185

유용성7 .047 .263 -.019 .217 .655 .184

자기유능감1 .141 .169 .242 .117 .139 .840

.903자기유능감2 .196 .137 .189 .164 .147 .856

자기유능감3 .281 -.040 .293 .144 .191 .758

고유값 5.430 4.432 3.713 3.703 3.612 2.581

분산설명비율(%) 15.970 13.036 10.921 10.892 10.624 7.591

 분산설명비율(%) 15.970 29.007 39.928 50.820 61.443 69.034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8 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을 검증하 는데, 본 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들의 항

목들에 한 Chronbach’s   계수는 0.817～0.932

로 나타나 신뢰도는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

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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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별타당성 분석 결과

1 2 3 4 5 6

1. 즐거움 0.784 a

2. 환기 .447(
**
)
b

0.871

3. 사회  향 .521(
**
) .421(

**
) 0.770

4. 자기 유능감 .437(**) .390(**) .552(**) 0.865

5. 용이성 .400(
**
) .426(

**
) .496(

**
) .396(

**
) 0.746

6. 유용성 .415(
**
) .395(

**
) .487(

**
) .401(

**
) .452(

**
) 0.737

주) 
a
 각선 : (개념들과 측정치간의 분산)

1/2
 = (∑/q)1/2

b
 각선외의 요소 : 개념들간의 상 계 = (shared variance)

1/2

으며 직교회 (varimax rotation) 방식에 의한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 는데 요인

재량이 0.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요인분석결과, 환기의 2개 항목의 요인 재치가 

0.4수 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 다. 그 외 나머

지 문항들은 부분 0.5이상으로 나타나서 측정항

목들이 각 요인에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에 정리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재치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제거한 후 추가 으로 별타당성

을 검증하 다. 구조방정식에서 별타당성(dis-

criminant validity)은 두 구성개념 간 추정 상

계수의 제곱근과 두 구성개념의 평균분산 추출값

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평균분산 추출값은 

추정 상 계수 제곱근 보다 커야 한다[38]. 본 연

구에서 별타당성 분석결과는 <표 3>와 같으며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그 잠

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들과의 요인상 계수 값

보다 크게 나타났다.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 로 요인 재치

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제거한 측정 항목들을 

상으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측정모형의 

유의성을 평가함으로써 문항들의 단일차원성(uni-

dimensionality)을 검증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합도 수 은 권고수 에 맞

춰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 측정문항에 한 모든 

표 화 측정치가 유의수  0.001수 에서 0.6이 

<표 4> 확인  요인분석

구분 항목 평균
표  
편차

표 화 
추정치

즐거움

즐거움 1 4.95 1.386 .722***

즐거움 2 4.45 1.476 .840
***

즐거움 3 4.03 1.477 .789***

즐거움 4 4.53 1.376 .846
***

즐거움 5 4.29 1.440 .767
***

즐거움 6 4.76 1.387 .658***

즐거움 7 4.41 1.608 .846
***

환기

환기 2 3.76 1.476 .942
***

환기 4 3.96 1.614 .668***

환기 5 3.72 1.466 .919
***

환기 6 3.50 1.595 .918
***

환기 7 3.69 1.588 .877***

사회  
향

사회  향 1 2.92 1.622 .609
***

사회  향 2 3.66 1. 812 .763
***

사회  향 3 3.72 1.647 .840***

사회  향 4 3.50 1.549 .826
***

사회  향 5 3.69 1.638 .788
***

용이성

용이성 1 4.43 1.382 .752***

용이성 2 4.27 1.393 .795
***

용이성 3 4.27 1.280 .709
***

용이성 4 4.40 1.363 .667***

용이성 5 4.39 1.304 .799
***

유용성

유용성 1 4.46 1.398 .818
***

유용성 2 4.76 1.382 .840***

유용성 3 4.13 1.430 .736
***

유용성 4 4.33 1.265 .771
***

유용성 5 3.98 1.275 .625***

유용성 6 4.14 1.357 .700
***

유용성 7 4.24 1.202 .644
***

자기 
유능감

자기 유능감 1 4.05 1.571 .866***

자기 유능감 2 4.06 1.472 .919
**

자기 유능감 3 4.39 1.435 .806
***

CMIN = 887.751, DF = 412, CMIN/DF = 2.155, P 
value = 0.000, GFI = 0.816, AGFI = 0.779, NFI =
0.855, TLI = 0.905, CFI = 0.916, RMSEA= 0.067 
(0.061-0.073)

주)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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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계

변수 평균
표
편차

상 계

1 2 3 4 5 6

1. 즐거움 4.485 1.198

2. 환기 3.524 1.328 .447(**)

3. 사회  향 3.484 1.382 .521(
**
) .421(

**
)

4. 자기 유능감 4.158 1.365 .437(**) .390(**) .552(**)

5. 용이성 4.345 1.116 .400(
**
) .426(

**
) .496(

**
) .396(

**
)

6. 유용성 4.325 1.101 .415(**) .395(**) .487(**) .401(**) .452(**)

7. UCC서비스 이용 4.95 1.880 .261(
**
) .128(

*
) .185(

**
) .194(

**
) .199(

**
) .147(

*
)

주) *p < 0.05 ; **p < 0.01.

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구

성요소들에 해서 집 타당성(convergent vali-

dity)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서술통계량과 상

계가 <표 5>에 요약되어있다. 

5.2 모형검증

5.2.1 모형과 데이터 합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성개념들 간

의 향 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증하는 구조방

정식모형을 이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

도를 평가하기 한  기 은 없고, Chi-square 

통계량(CMIN)이 찰 변수의 분포나 표본의 크

<표 6> 연구모형의 합도 분석결과

합도 지수 연구모형 권고수

Chi-square (CMIN) 858.130 -

DF 417 -

CMIN/DF 2.058 > 2～5

P value 0.000 > 0.05

GFI 0.899 > 0.9

AGFI 0.862 > 0.8

NFI 0.842 > 0.9

TLI 0.913 > 0.9

CFI 0.922 > 0.9

RMSEA 0.064(0.058-0.070) < 0.08

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개의 합도 지수

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31], 최근

에는 모형의 간명성과 합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 RMSEA 지수를 함께 고려하

고 있다[12]. 반 으로 모형의 합도 지수가 

어느 정도 한 수 을 충족시키므로 본 연구모

형은 합한 것으로 단된다(<표 6> 참조).

5.2.2 경로계수 분석

에서 살펴본 연구모형의 합성 검증 다음으

로 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UCC 서비스의 유용성(-0.063, p > 0.10)

은 UCC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UCC 서비스의 용이성은 

UCC 서비스 이용에 0.234(p < 0.05)로 정

인 향을 미쳤다. 한 용이성은 유용성에도 0.562 

(p < 0.001)로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a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가설 1b와 가설 1c는 모두 지지되었다.

둘째, UCC 서비스의 사회  향(-0.092, p >

0.10)은 UCC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UCC 서비스의 유용

성(0.274, p < 0.001)과 용이성(0.443, p < 0.001)

에는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UCC 서비스 이용 연구 1   17

 

유용성  

UCC 서비스 
이용  

용이성  

사회적  
영향  

자기  
유능감  

 
환기  

 
즐거움  

.274(3.631)***  

.200(2.307)*  

.443(5.345)***  

.139(2.050)*  

.139(1.957)*  

.247(3.392)***  

.234(2.166)*  

-.063(-.562) 

-.092(-1.065)  

.682(8.520)***  

.562(6.378)***  

.328(3.64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함.

[그림 1] 연구모형 분석 결과

다. 따라서 가설 2a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가설 

2b와 가설 2c는 모두 지지되었다.

셋째, UCC 서비스에서 지각하는 자기유능감

(0.139, p < 0.05)은 UCC 서비스 용이성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넷째, UCC 서비스의 즐거움(0.247, p < 0.001)

은 UCC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UCC 서비스의 용이성에도 0.139(p < 0.05)로 유

의한 향을 미쳤다. 한 UCC 서비스의 환기는 

즐거움에 0.682(p < 0.001)로, 그리고 자기유능감

에 0.200(p < 0.05)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UCC 서비스의 즐거움(0.328, p

< 0.001)은 자기유능감에 매우 유의한 향을 미

쳤다. 따라서 가설 4a, 가설 4b, 가설 4c, 가설 4d, 

 가설 4e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상의 구조방정식을 통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6. 토론  결론

6.1 연구결과에 한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각 받고 있는 UCC 이용에 미

치는 향 요인들을 악하고자 기술수용모형(TAM)

과 인간의 감정 차원에 한 연구인 PAD모형을 

통합하고, 이 통합모형의 요인들이 UCC 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기존의 TAM 모형에서 요한 변수

로 다루어졌던, 유용성과 사회  향은 UCC 서

비스 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PAD 모형, 그리고 감정 차원 연구들에서 지지 받

았던 즐거움, 환기 등은 UCC 서비스 이용에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기

는 즐거움과 자기유능감을 통해서 UCC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쳤으며, 즐거움은 자기유능감과 

UCC 서비스의 용이성을 통해서 UCC 서비스 이

용에 향을 미침과 동시에 UCC 서비스 이용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 다.

사회  향과 유용성은 TAM 모형에서는 매

우 요한 변수로 다루어졌으나 UCC 서비스 환

경에서는 UCC 서비스 이용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그러나 사회  향의 경우는 

유용성과 용이성에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고, 

특히 용이성을 통해 UCC 서비스 이용에 간

으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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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사용에 사회  향이 직 인 향을 미치

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TRA, TPB와 

상세 TPB 모델[80]에서 모두 주  규범이 정

보 시스템 사용  수용에 직 으로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고, 많은 학자들

이 주  규범이 정보 시스템 수용이나 사용의 

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지를 증명하 으

나[22, 39]. 그러나, 이와는 반 로 Davis et al. 

(1989)과 Mathieson(1991)는 주  규범이 정보 

시스템 사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

다[25, 57]. 즉, TAM과 TRA의 비교실험에서 

Davis et al.(1989)은 주  규범이 사용의도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하여 주요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 고 TAM 변수

에서 제외하 으며[25], Mathieson(1991)도 사용

의도에 하여 주  규범이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 다[57]. 본 연구에서는 사회  향이 

유용성과 용이성에는 향을 미치고 용이성을 통

해 UCC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UCC 이용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

는데, 이는 사회  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심 혹은 호기심은 생겨 UCC의 유용성과 용이성

은 인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용이 직 인 

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더 사용이 쉬워진 인터넷 

환경  UCC 제작 환경 등에 의한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유용성 역시 UCC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

은 기각되었다. 통 으로 TAM과 련된 많은 

연구들이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자의 정보 시스템 

수용  사용 행태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23, 25, 57, 80]. 그러나 본 연구의 유

용성이 기각된 결과는 Lu and Gustafson (1994)

의 연구결과로 해석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54]. 

즉, Lu and Gustafson(1994)은 유용성은 기 

수용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54]. UCC 상이 최근에 등장한 을 감안하면 

유용성 기각에 한 해석이 가능하다. 한 UCC 

콘텐츠의 조회나 제작이 어떤 필요성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UCC 서비스 이용은 다른 정보기술 사용과는 질

으로 다른 활동인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사회  향이나 유용성은 정보기술 

사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용이성과 즐거움

은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실 기

존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용이성의 요성이 무시

되어 왔다. 즉, 통 으로 TAM과 련된 많은 

연구들이 인지된 유용성만이 사용자의 정보 시스

템 수용  사용 행태에 직 인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기도 하 지만[23, 25, 57, 80], Davis 

et al.(1989)와 Szajna(1996)는 정보기술의 사  

경험이 거나 없을 경우에는 용이성의 직  효과

가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 으며[25, 79], Lu 

and Gustafson(1994)는 유용성은 기 수용  

안정 인 활용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용이

성은 두 가지 모두 유의한 계를 가진다고 하

다[54]. 따라서 UCC 상이 최근에 등장하 고, 

사용자들의 사  경험이 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을 든다면 용이성의 사용에 한 매우 유의한 

직 효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최근의 

고속인터넷 통신망의 보 과 디카, 캠카, 폰카 

등 디지털 기기의 화는 과거보다 쉽고 편리하

게 자신을 표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진을 올려 

미니홈피를 꾸  수 있게도 해주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 상을 쉽게 제작하고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동 상은 사진보다 

더 자신을 잘 표 할 수 있고 력도 더 크기 

때문이다[1]. Florida(2002)는 창조계 [34], 김

한(2007)은 창조세 [1]라고 지칭하면서, 편리한 

디지털 도구들의 등장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었

으며 창조세 의 등장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하

다. 결국 UCC 서비스에 있어서 용이성은 매우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UCC 서비스 이용에서 즐거움 역시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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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조회나 참여가 자기의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즐거움, 공유의 기쁨 자체라는 내재  동기

에 의해서 동기화 되는 활동인 것으로 악된다. 

Jensen(2001)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선진

국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신해왔다. 이제 근력은 필요(needs)가 아니라 재

미(fun)를 해 사용되고 있다. 부분의 사람들

이 육체  피로를 느끼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놀이나 시합에서 근력을 소진한 때문이다. 

우리의 썹이 바람에 휘날리는 경우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때인 것이다[55].” 이

제 창조세 들은 기꺼이 즐거움과 재미를 해 미

니홈피를 꾸미고 동 상을 제작하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쓴 이 타인에게 읽히는 즐

거움, 자신이 은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는 즐거

움으로 인해 이들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고, 

타인인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을 한 공유하는 것

이다. 

6.2 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UCC 서비스 이용에 한 실증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UCC 서비스에 한 보다 구체 인 설명

이 가능하 다는 이다. 

둘째, UCC 서비스 이용에 한 통합모델 인 

근을 시도하 다는 이다. 기존의 정보기술 수

용을 설명하는 고 인 TAM 뿐만 아니라 PAD 

모형과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UCC 서비스 이용

의 고유한 특성을 악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UCC 서비스 이용이 기존의 정보기술 수

용 상과의 차이 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즉, 

UCC 서비스 이용에서는 사회  향이나 유용성

은  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용이성, 즐거움 

등이 매우 유의한 향을 미쳤고, 특히 즐거움, 환

기 등 개인의 감정 요인들이 UCC 상에서는 매

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꿈과 가능

성을 열어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만남은 우리에

게 창조의 기쁨을 더 쉽게 리게 하고 있으며 더 

쉽게 우리의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러한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만남을 통한 용이성이 

바로 UCC를 가능하게 하는 요한 진요인(fa-

cilitating factor)임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업계의 실무자들

은 인터넷을 심으로 하여 디지털 시 를 살아가

는 은이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

진, 음악, 동 상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터넷

상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은이들인 

‘창조세 (Creative Generation)’의 특성들을 이

해하고, 재보다 더욱 UCC 서비스 이용 과정에

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쉽고 편리하게 자신

을 표 할 있도록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의 연결

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도 다른 사회과학연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가 UCC 이용만으로 제시되었다. UCC 이용

에는 단순 조회와 콘텐츠 제작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회나 제작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변화를 

악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UCC 서비스 이용

의 종류들을 구분하여 UCC의 단순 조회, 제작, 

 공유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UCC 상이 나타난 기 단계

의 연구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UCC 서비스

의 조회나 참여에 미치는 요인들이나 그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다. UCC 서비스의 성장기, 

안정기에도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구체 이고, 

포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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