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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YouTube Users' Mindfulness factors on the Continued 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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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Mindfulness for YouTube users. Recently,
video sharing platforms have grown rapidly with YouTube, and YouTube has grown rapidly
despite the emergence of various video sharing platforms. Which YouTube represents these
changes,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anyone can make and distribute videos. And
through these advantages, many viewers are coming in and more creators are making
video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factors of YouTube service
in Korea and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ntinued
use intention through usefulness, confirmation, and satisfaction.

For this reason, presented a research model that applied key variables of the Mindfulness
theory, which emphasized that users should be aware of their emotions. In order to
empirical verification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and general office workers who had experience using YouTube.

As a result, first decentered attention has been shown that has no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rmation. Second, non-judgmental acceptance has benn shown
that has a post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rmation. Third, current
self-perception has been shown that has no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rmation. Fourth, concentration has been shown that has no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rmation. And Mindfulness has been shown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perceived usefulness.

Through this, it is important to use YouTube to use what users feel is important,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the video is helpful to them when accepting content and
make them expect the next video.

Key Words : YouTube Users, Perceived Usefulness, Confirmation, Satisfaction, Continued Use 
Intention, Mindfulness The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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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튜브는 세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영상 공

유 플랫폼으로써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이다. 새

로운 미디어로서 유튜브는 이제 어리고 젊은 세대들

만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전 

세계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

보 플랫폼으로써 급격하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

다[1]. 또한 최근 유튜브는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조만간 국내 검색 

포털 1위인 네이버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

유튜브에서는 어느 누구나 이용자이면서 공급자일 

수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방대한 자료들로 가장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서비스이다[3].

이 유튜브 서비스의 장점은 콘텐츠를 제작, 송출 

비용이 많이 저렴해서 인력과 자본으로 인해 진입장

벽이 낮아 누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수 있

다는 점이다[4].

이러한 국내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 유튜브는 2020

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

는 1위 ‘유튜브’, 그 다음 2위는 ‘아프리카TV’, 마지막

으로 10위는 ‘네이버TV’가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한

국에서도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표적

인 동영상 플랫폼이 된 것이다[5]. 한 통계 자료에 따

르면, 한국 인터넷 이용자의 60%정도가 정보를 검색

할 때 유튜브를 이용하고, 10명 가운데 4명은 뉴스나 

시사 정보를 유튜브를 이용해서 획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다른 소셜 플랫폼을 이용, 비교를 통해 국

내에서 유튜브 입지의 상승은 눈에 띄게 빠르게 나타

났다[6]. 와이즈앱(wiseapp)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

내에서 최고로 오래 사용되어진 앱은 유튜브로 나타

났다. 이는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이용한 시간은 

460억분으로, 전년도 대비 8월 333억분에 비해 38%나 

증가하였다. 월 이용자 수는 3093만 명으로 1인당 평

균 사용 시간은 1391분으로 지난해 8월 1077분에 비

해 29% 늘어났다[7].

따라서, 유튜브 앱의 활성화로 인해 국내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유튜브

로 인해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이 재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정보검색을 

하고, 영상을 개인이 직접 제작 및 공유를 하는 다방

면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유튜브 

관련 연구들은 특정 분야 콘텐츠를 이용한 연구를 통

해 이용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 9]. 또

한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분석 대상이 국

내 대학생 같은 특정한 다수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지고 있지만[10, 11],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

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은 위의 논의를 바탕으

로 크게 2가지로 구분 되어진다. 첫째, 이용자 측에서

의 마음챙김 요인이 유튜브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들을 콘텐츠를 특정하지 않

고, 유튜브 서비스 자체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둘째, 분석 대상을 대학생과 같은 특정 다수로 한정

되어 있지 않고, 더 다양하게 불특정 다수로 표본을 

선정해 본 연구의 차별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용자들이 어떠한 목적, 생각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유튜브(Youtube) 이용자들의 유튜브 서비스 영향요

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 요인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 그리고 만족을 통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실증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독립변수인 마음챙김 요인인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이 매

개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 그리고 종속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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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지속이용의도가 만족으로부터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튜브 서비

스 연구에 좀 더 다양한 분석 대상을 통해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유

튜브와 다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 현황과 마

음챙김, 지각된유용성, 기대, 만족, 지속이용의도 이론

을 정리하고, 기존 유튜브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

다. 제Ⅲ장에서 연구 모형, 가설을 설정하고, 제Ⅳ장

에서 변수 정의, 연구 대상, 연구 분석 단위를 기술하

였다. 제Ⅴ장에서는 가설 검증, 결과 분석을 기술했

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연구 결과, 시사점, 향

후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했다.

Ⅱ. 관련연구
2.1 유튜브(YouTube)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

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이용자 아무나 직접 동영

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자유롭

게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플랫폼

이다. 또한 2005년 2월 15일에 유튜브는 서비스를 시

작했고, 2006년 10월에 구글에 인수되었다. 그 이후,

2007년부터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진행하여 한국어 

서비스를 2008년 1월에 시작하게 되었다. 유튜브 채

널의 콘텐츠는 좀 더 짧은 분량의 여태껏 진행되어 

오던 방식과는 다른 포맷으로 제작되며, 재미, 감동을 

동시에 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 질이 좋은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12].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직접 생산 및 

소비를 한번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콘텐츠를 직접 

제작 및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말한다. 한국을 대

표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은 아프리카 TV, 미국의 

Twich, V앱, 카카오 TV, 중국의 DouYu 등이 있다

[13]. 이러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지상

파 프로그램도 등장을 했는데, 일부 콘텐츠가 유튜브

에서 만들어진 MCN(multi-channel network) 방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 및 방영하기도 한다. MBC의 

예능 콘텐츠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시즌 2가 방영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콘텐츠이다. ‘마리텔’의 제작

방식은 특히 MCN의 제작방식과 유사하게 다수의 ‘1

인 미디어’를 콘텐츠로 프로그램 안에 배치하고 있으

며, 각각의 1인 미디어 출연자는 유튜브 제작자들처

럼 기획과 출연을 모두, 스스로 출연자, PD, 작가가 

되어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14].

유튜브는 여러 콘텐츠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용자

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

고, 개인의 만족을 충족시켜주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실현시켜준다.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게 동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처

럼 유튜브는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개인들 사이

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며, 자아를 직접 표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개인화를 실현시킨 미디

어라 할 수 있다[15].

<표 1> 유튜브(Youtube)와 우리나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비교 분석
구분 네이버TV Kakao Tv 유튜브(Youtube)

주 컨텐츠 공중파 콘텐츠 위주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 1인 콘텐츠 위주

연결의 특징
네이버 관련 플랫폼과는 

연결성이 좋음
공유 기능이 없음 다른 SNS와 연동이 잘됨

배포 공중파 카카오TV 1인 크리에이터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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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자가 하

는 활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동영

상 검색, 최신 뉴스 검색, 댓글 읽기 등을 통해 새로

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활동이다. 두 번째, 동영상과 

특정한 댓글에 대한 댓글달기 행동을 해서 이루어지

는 여론형성 활동이다. 세 번째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고, 메시지 보내는 활동 등을 통해 동영

상 콘텐츠의 수를 늘리고 표현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계속생산 활동이다. 네 번째는 유튜

브에 공개된 콘텐츠 영상들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른 SNS매체에 공유하는 동영상 콘텐츠 공유 활동

이다. 다섯 번째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

거나 친구 관계를 맺는 공동체 형성 활동이다[16]. 마

찬가지로, 유튜브는 매체의 특성상 전통 매체에 비교 

하면, 보다 더 자유로운 여러 가지 형태의 브랜드 콘

텐츠를 분량에 제한 없이 이용자 마음대로 다양하게 

제작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유튜브의 중요한 장

점으로 작용한다[17].

<표1>은 유튜브(Youtube)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들의 특성을 주 컨텐츠, 연

결의 특징, 배포방식으로 비교를 한 것이며, 유튜브는 

모든 특징 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영상 공유 플

랫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국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시행 현황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TV가 

시행되고 있는데, 특징으로는 여러 방송사와 혐업을 

해 드라마, 예능 등 주제별 콘텐츠를 강화해 내세우

고 있고, 2020년에 누구나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했고, 예전에 ‘TV 캐스트’, ‘미디어 플레

이어’로 불리던 플랫폼들을 통합해 만들어진 것이 특

징이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국내 동영상 공유 플랫

폼인 Kakao TV이다. Kakao TV는 2015년에 설립되어 

Kakao라는 계열사에서 만든 장점을 강조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연동을 했고, PD후원하기, 개인방송 

기능을 추가해 동영상 플랫폼만이 아닌 생방송도 진

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비디오(생산관

리 툴, 비즈(수입관리 툴) 스테이션을 제공해 좀 더 

생방송에 치중을 두고 있는 특징들이 보여진다. 반면

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는 2005년에 설립되었다. 특징으로는 전 세계 

모든 이용자들이 잠재적 시청자가 될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고, 기타 여러 다른 SNS 매체들과의 연

동이 아주 자유롭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

형 동영상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마음챙김(Mindfulness) 이론
마음챙김(mindfulness)은 팔리어 sati의 한국어 번

역이고, 영어권에서는 nothing, awareness, attention,

observance, mindfulness 등으로 번역 되다가 현재는 

mindfulness로 정착되었다. sati에 대한 우리말로 번

역을 하면 주의깊음, 마음집중, 깨어있음, 수동적 주

<표 2> 국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시행 현황
업체 이름 네이버 TV Kakao TV 유튜브(Youtube)
설립일 1999년 2015년 2005년

서비스 시작일 2012년 2015년 2005년

특 징

① 방송사와 협업해 드라마·예능 

등을 주력 콘텐츠 강화

② 어느 누구나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

③ ‘TV캐스트’와 ‘미디어플레이어’
통합

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연동

② PD후원하기·개인방송 기능 추

가

③ 비디오(생산관리 툴)·비즈(수입

관리툴)스테이션 제공

① 전세계 모든 유저들이 잠재적 시

청자

② 기타 SNS 매체와 손 쉬운 연동

이 가능

③ 개인 맞춤형 동영상 추천 서비스

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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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집중 그리고 마음챙김, 마음지킴 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 sati는 ‘분명한 알아차림’, ‘현재에 대한 주의집

중’, ‘주의 깊음’, ‘충분히 깨어있음’, 등을 일컫는다

[18]. 또한, ‘싸띠’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염(念)’으로 

전체의 뜻을 살려 번역하여 싸띠의 의미를 잘 나타내

고 있다. 마음챙김의 의미는 불교 수행 전통에서부터 

현재시대 심리치료, 의학 및 사회심리학적 과학에 이

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19].

이렇듯 마음챙김이 다방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만큼 정보기술 지속이용 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 이용에 있어

서 마음챙김은 정보기술 이용과 관련된 이슈에 깨어

있고,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가 

가능하다[20~22]. 이렇듯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상황

에서 이 정보기술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용자 측면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23, 24]. 또한, 혁신적이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정보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더욱 크게 만

들게 된다[25].

박성현[26]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Mindfulness)

을 이루는 요인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현재자각이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경험에 대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주의집중은 현재의 경험이나 일

에 주의를 유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 번

째로는, 비판단적 수용은 자신 스스로의 내적 경험에 

대해 사유작용을 통한 평가를 멈추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그자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

도이다. 네 번째, 탈중심 주의는 마음의 현상에 휘둘

리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Shapiro[27]의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변화하는 

목표나 목적에 대해 열린 주의와 알아차림을 훈련하

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산만한 생각

으로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거나 반

추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

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음챙김의 특성을 가지고 추론해보면, 마

음챙김으로 인해 향상된 지각 능력은 정보기술에 대

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러

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28].

2.3 IS 지속이용모델(IS continuance intention)
Bhattacherjee[29]의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에서 기대

-일치 이론,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진행한 연구에

서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모형은 기대-불일치(EDT :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이론(Oiver,1980)을 기초로 

해 초반 정보시스템 이용에 대한 수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지속적 이용 또는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여태 진행되어진 기존 연구에

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즉, 정보기술 이용자의 정보시

스템을 받아들인 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서 개발되어진 모형이다.

Bhattcherjee[29]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기대일치 모형을 토대로 해 정보시스템의 지속이

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기술수용모형(TAM)

의 지각된 유용성, 기대불일치이론(EDT)의 기대

(Confirmation)와 만족(Satisfaction),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지속이용의도(IS Continuance Intention)을 제

시했다. 이 연구모형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서 

기대가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며,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과 정보시스템 지속이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만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3년 

뒤에 Bhattachcerjee and Premkumar(2004)의 연구에

서 기대-일치이론과 기술 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해 사

용 전 단계와 사용단계를 나누어 중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사용 전 단계와 사용단계에서 믿음과 태도가 변

화되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 결과 기대일치, 만족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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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IS 지속이용모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iao[30] 연구에서는 TPB(Theory of planning

behavior)와 기대-일치 이론을 적용해 사이버 대학교 

시스템의 기능과 e-learning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한 결과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자 만족에 통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결과

가 나왔으나 모든 다른 가설들은 채택됐다. 그리고 

여러 정보시스템 연구에 사용이 되어왔다. SNS, 스마

트폰, 간펼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대일치

이론은 수용 후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용 되고 있다

[31~33]. 이렇듯 여러 정보시스템을 수용 후 실제 사

용자의 지속이용의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정보시스템 시장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유튜브 지속이용의도 영향요인들에 대

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마음

챙김 영향요인인 탈중심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

각, 주의집중 유튜브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요인인 지

각된유용성, 기대, 만족이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

림 1>과 같이 IS 지속이용모델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

음챙김이론을 접목시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유튜브 서

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들을 보고 측정

항목을 수정해 연구 문항을 구성했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 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탈중심주의
유튜브 이용하는 동안 복잡한 마음의 현상에 휩싸이지 않고 벗어나 그것을 관찰

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정의한다.

박성현[34], Brown et al.[35],
Bear[36], Martin[37],

Teasdale[38]

비판단적수용
유튜브를 이용하는 동안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해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

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현재자각
유튜브를 이용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험에 대한 명료하고 즉각

적인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주의집중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재 상황과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유용성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에 대한 지각을 정의한다. Davis et al.[39]

기대
유튜브를 이용의 기대와 실제 실적의 일치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라고 정

의한다.
Bhatthcejee[29]

만족 유튜브를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감정을 만족이라고 정의한다. Spreng et al.[40]

지속이용의도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정의한다. Mathieso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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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정리

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유튜브 서비스의 영향요인은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을 마

음챙김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매개변수는 지각된 유용

성, 기대, 만족이며 종속변수는 유튜브 서비스 지속이

용의도이다.

3.3 연구가설의 설정
3.3.1 마음챙김과 지각된유용성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관

한 영향요인으로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

각, 주의집중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영향요인들이 지각된유용성, 기대, 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 이용의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요인으로 마음챙김을 제시했고,

이들 요인이 지각된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

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박경[42]연구에서는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를 

이겨내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나 가치를 향상하기 위

한 개입으로서 삶에 대한 심리적 유연성 증진을 목표

로 하며 마음챙김,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루는 수용

전념치료의 유용성과 시사점에 관해 논의했다고 서

술했다. 결과로는 수용전념치료의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김과 수용 및 인지적 탈융합 그리고 가치 명료화 

작업 등이 화병증상과 화병을 지닌 이들의 문제인 분

노 억제를 낮출 뿐 아니라 심리적 수용도 향상 시킴

을 확인해 유용성이 유의한 영향이있는 결과가 나타

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마음챙김이 지각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

른 연구를 하나 더 살펴보면 안정미 외[43]의 연구에

서는 정서에 초점을 맞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지각

된유용성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분열질환을 가

진 외래환자들을 위해서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를 제시했고, 연구 결

과 약물처치와 함께 병행된 정서 마음챙김 프로그램

과 유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통해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챙김과 지

각된유용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

다.

가설 1: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탈중심주의는 지

각된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비판단적 수용은 

지각된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현재자각은 지각

된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주의집중은 지각

된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3.3.2 마음챙김과 기대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이용 기대의 영향요인으로 

마음챙김을 제시했고, 이들 요인이 기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김명숙 외[48]의 연구에서는 암 생존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 기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기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위해 연구를 진

행 했고, 그 연구 결과 암 생존자를 위해 만들어진 마

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암 생존자의 신체적 삶의 기

대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따르면 마음챙김

은 삶의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구 하나를 더 살펴보면 강미애·최윤형

[49]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

해 양적분석으로는 삶의 기대척도, 켄터키 마음챙김 

기술척도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의 개입에 따라 기대에 유의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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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챙김과, 기대에

는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위의 연구에서도 불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챙김과 

기대와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탈중심주의는 기

대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비판단적 수용은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현재자각은 기대

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8: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주의집중은 기대

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3.3.3 마음챙김과 만족

본 연구는 유튜브 이용 만족의 영향요인으로 마음

챙김을 제시하였고, 이들 요인이 만족이라는 변수에 

어떤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김명호[50]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교

사의 마음챙김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

서 자기조절, 정서균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마음챙김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면, 마음챙김의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탈 중심주의 중에서 주의집중, 탈중심주의만 유의하게 

작용 했고, 특히 마음챙김의 다른 변인보다 주의집중

이 상대적으로 직무만족을 잘 예측 하였다. 따라서, 마

음챙김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임병광·이승호[51]의 연구목적은 IT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과 인터넷 중독 그리고 직

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음챙김과 인터넷 중독 

그리고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회귀분석

으로 확인한 결과, 마음챙김과 직무열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혜·김판수

[52]의 연구애서는 마음챙김과 삶의만족 및 감정노동

간의 관계에서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정서지능을 매개

효과가 더욱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챙

김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챙김과 만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9: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챙김은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3.3.4 마음챙김 지속이용의도

본 연구는 유튜브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마음챙김을 제시하였다. 김현모·방영영[28]

의 연구를 따르면 정보기술의 지속이용의도에서 마

음챙김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진

행했고, 그 결과 마음챙김은 정보기술 지속이용의도 

형성 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이해인 외[61]의 연구에

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마음챙김이 향후 새로운 속성

이 부가된 스마트폰의 구매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적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마음챙김이 높

은 고객일수록 향후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스마트폰

이 출시되었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지속이용의도가 

높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 말은 즉 앞서 본 김현

모·방영영의 연구와 같이 마음챙김이 지속이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들의 마음챙김과 지속이용의도

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0: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마음챙김은 지속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3.3.5 지각된유용성, 기대, 만족 그리고 유튜브 서비스

의 지속이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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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의 아이템(측정항목)
연구 변수 구성 개념 설문내용 관련 연구

탈중심주의

탈중심주의1 1.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과거 일에 몰두해 있을 때가 많다.

박성현[34],
남동미[44],
고은미[45],
김유리[46],
김세진[47]

탈중심주의2 2.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을 때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탈중심주의3 3. 나는 유튜브(YouTube)에서 닥칠지도 모르는 불행에 대해서 걱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탈중심주의4 4. 나는 유튜브(YouTube)에 실망 하면 타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탈중심주의5 5.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고민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집착한다.

탈중심주의6 6.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불쾌하거나 불안해질 때, 그러한 느낌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탈중심주의7 7. 유튜브(YouTube)로 인해 여러 가지 잡념들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탈중심주의8 8.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어떤 생각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탈중심주의9 9. 나는 유튜브(YouTube)로 어떤 불안한 생각에 휩싸일 때, 그 생각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

탈중심주의10 10. 나는 유튜브(YouTube)로 괴로운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를 때, 나는 그것을 단지 알아차릴 뿐 그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판단적수용

비판단적수용1 1. 내가 유튜브(YouTube)로 어떤 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박성현[34],
남동미[44],
고은미[45],
김유리[46],
김세진[47]

비판단적수용2 2. 나는 유튜브(YouTube)에 내가 이런 것을 원해서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비판단적수용3 3. 나는 유튜브(YouTube)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단적수용4 4.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어떤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비판단적수용5 5. 내가 유튜브(YouTube)로 인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옳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울 때가 많다.

비판단적수용6 6.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불쾌한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잊어버리려고 한다.

비판단적수용7 7.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그런식으로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비판단적수용8
8.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낄 때(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들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단적수용9 9. 내가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나의 느낌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단적수용10
10.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면서 괴로운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를 때, 나는 그 생각이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따

라서 나 자신을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곤 한다.

현재자각

현재자각1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현재 내 주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박성현[34],
남동미[44],
고은미[45],
김유리[46],
김세진[47]

현재자각2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순간 내 기분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현재자각3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면서 서운하거나 화나는 감정을 느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현재자각4 나는 순간 유튜브(YouTube)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현재자각5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때때로 내 느낌이나 감정이 무엇인지 구별 할 수 없다.

현재자각6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면서 길을 걸을 때 무엇을 보거나 느끼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목적지를 향해 

걸을 때가 많다.

현재자각7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면서 식사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음식을 씹는 경우가 많다.

현재자각8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분명하다.

현재자각9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다.

현재자각10 유튜브(YouTube)를 이용 할 때, 내 마음은 쉽게 다른 생각에 빠져 정신이 산만해지곤 한다.

주의집중

주의집중1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한 가지 과제나 일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다.

박성현[34],
남동미[44],
고은미[45],
김유리[46],
김세진[47]

주의집중2 나는 유튜브(YouTube)로 인해 물건을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 못해 괴로운 경우가 많다.

주의집중3 나는 유튜브(YouTube)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봐도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주의집중4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내게 한말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다.

주의집중5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의집중 없이 멍한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집중6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유튜브(YouTube)를 이용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주의집중7 한쪽 귀로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주의집중8 나는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어떤 영상을 시청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종종 있다.

주의집중9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다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때가 있

다.

주의집중10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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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매개 및 종속변수의 아이템(측정항목)
연구 변수 구성 개념 설문내용 관련 연구

지각된유용성

지각된유용성1 유튜브(YouTube)는 사람들이 만족감이 들게 해준다.

장덕선[53],
최문혜[54],
조한규[55],
김선녀[56],
김용금[57]

지각된유용성2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나에게 유용할 것이다.

지각된유용성3 유튜브(YouTube)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지각된유용성4 유튜브(YouTube)는 내 삶에 유용하다.

지각된유용성5 유튜브(YouTube)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지각된유용성6 유튜브(YouTube)는 내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지각된유용성7 유튜브(YouTube)는 최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지각된유용성8 유튜브(YouTube)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지각된유용성9 유튜브(YouTube)는 정보 검색 시간을 줄여 줄 것이다.

지각된유용성10 유튜브(YouTube)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

기대1 앞으로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위려군[58],
천종성[59],
최지혜[60]

기대2 유튜브(YouTube)는 지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 같다.

기대3 유튜브(YouTube) 서비스의 실제 사용경험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기대4 유튜브(YouTube) 서비스의 실제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기대5 유튜브(YouTube)의 창작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한다.

기대6 유튜브(YouTube)에 있는 영상의 화질이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

기대7 유튜브(YouTube)를 이용할 때 음질이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

기대8 유튜브(YouTube) 영상에 유명인이 출연할 것을 기대한다.

기대9 유튜브(YouTube) 영상의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 기대한다.

기대10 유튜브(YouTube)의 이용 접근성이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

만족

만족1 나는 유튜브(YouTube)를 보면 만족스럽다.

조한규[55],
김선녀[56],
위려군[58]

만족2 나는 유튜브(YouTube)를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만족3 나는 유튜브(YouTube)에 대해 우호적이다.

만족4 나는 유튜브(YouTube)를 보면 기쁘다.

만족5 나는 유튜브(YouTube)를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만족6 나는 유튜브(YouTube)를 볼 때 재미있다.

만족7 유튜브(YouTube)는 나의 생활을 활기차게 해준다.

만족8 유튜브(YouTube) 이용은 흥미롭다.

만족9 유튜브(YouTube) 이용은 나를 대리만족 시켜준다.

만족10 유튜브(YouTube)로 시간 보내기에 좋다.

지속이용의도

지속이용의도1 나는 유튜브(YouTube)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조한규[55],
김용금[57],
위려군[58]

지속이용의도2 나는 유튜브(YouTube)를 다른 앱으로 대체하지 않겠다.

지속이용의도3 나는 유튜브(YouTube)를 더 많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

지속이용의도4 나는 유튜브(YouTube)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지속이용의도5 나는 유튜브(YouTube)를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

지속이용의도6 나는 유튜브(YouTube)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

지속이용의도7 나는 앞으로도 유튜브(YouTube)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지속이용의도8 나는 앞으로도 유튜브(YouTube)를 자주 사용할 계획이다.

지속이용의도9 나는 앞으로도 유튜브(YouTube)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

지속이용의도10 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용시간 및 빈도)으로 유튜브(YouTube) 사용을 지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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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튜브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 만족을 제시하였다.

이준영·전범수[62] 연구에 따르면 OTT 서비스 만

족도와 지속이용의도의 결정 요인을 검증했는데, 결

과에 따르면, 기술수용모델 요인, OTT 서비스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OTT 서비스 만족도는 

최종적으로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따르면 

만족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황보충 외[63]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유용성과 기대, 만족 그리

고 지속이용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바일 간

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지각된 유용성,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대는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

다. 김영미 외[64] 연구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속이

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는 연구를 진행

했다. 이 연구는 회귀분석을 이용해 여러가지 동기중

에 기대, 충족의 차이가 유료 방송서비스의 지속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각된 유용성과 만

족, 지속이용의도 그리고 만족과 지속이용의도, 마지

막으로 지각된유용성, 만족, 지속이용의도와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1: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유용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은 지속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는 지속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5: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는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가설 16: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는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한 유튜브 이

용자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챙김 요

인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자의 측정 문항을 수정해 연구 문항을 구성하였

다. <표 4>와 <표 5>는 연구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

의 및 측정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표 4>에서는 유튜

브 이용자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를 탈

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관계성

의 마음챙김 요인으로 정의했으며, <표 5>에서는 지

각된유용성, 기대, 만족을 매개변수로, 지속이용의도

를 종속변수로 정의했다.

4.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

를 설문조사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며, 온라인 설문을 배포, 회수하

였다. 연구 표본으로 유튜브 서비스의 콘텐츠를 특정 

짓지 않고, 콘텐츠 구분없이 유튜브 서비스 자체로 

선정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

했기에 유튜브 콘텐츠 종류를 구분하는 것 보다 유튜

브 전체 콘텐츠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본 연구 목

적에 적합한 표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

사는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불특정 이

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진

행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07일부터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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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주간 실시되었는데, 이 기간에 총 160부의 설문이 

회수 및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후 모든 측정항

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해 설문 응답

을 단수화 했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Ⅴ. 실증검증
5.1 표본의 기술적 특성

<표 6>는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160개 표본의 성

별, 연령, 학력, 직업군,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일주일 

<표 6>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N=160) 비율(%)
성별

남 70 43.8

여 90 56.3

연령

10대 3 1.9

20대 78 48.8

30대 19 11.9

40대 42 26.3

50대 이상 18 1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40 25

2년제 대학 20 12.5

4년제 대학 90 56.3

대학원 석사 9 5.6

대학원 박사 1 0.6

직업군

학생 54 33.8

주부 9 5.6

회사원 54 33.8

자영업자 9 5.6

공무원 5 3.1

전문직 10 6.3

기타 19 11.9

하루 평균 이용시간

30분 48 30

1시간 46 28.7

2시간 38 23.8

3시간 15 9.4

4시간 이상 13 8.1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

3시간 이하 53 33.1

3-6시간 이하 41 25.6

6-9시간 이하 19 11.9

10-13시간 이하 21 13.1

14시간 이상 26 16.3

이용 기간

3개월 이하 12 7.5

3-6개월 사이 5 3.1

1년 이하 11 6.9

1년-2년 사이 36 22.5

2년 이상 9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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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용시간, 이용기간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

여준다. 학생 54명(33.8%), 회사원 54명(33.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48.8%)가 많이 답했

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30분

(30%)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이고, 일주일 평

균 이용 시간으로는 3시간(33.1%)으로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시간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튜브를 총 이용

한 기간중 가장 많이 이용한 기간대로는 2년(60%)이

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타

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확인적 요인 분석 Tool

PLS 구조방정식을 이용했다. 이것은 연구모형에 대한 

이론적 구체성 검증 또는 표본의 수 그리고 설문자체 

개발을 진행하여 연구의 특성들을 고려한 것으로 모형 

적합도 및 개념의 설명력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

고 측정모형의 검증 진행을 통해서 각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을 먼저 확인한 후 이를 위해 신뢰성, 집중타당

성, 내적 일관성, 판별타당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들은 연구변수에서의 다른 

측정변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반영항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65].

5.2.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 : CA)와 성분(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 CR)그리고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값을 산출했다.

산출한 결과 값이 0.7이상일 때 변수의 측정이 내적

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66]. 그런데 <표 7>

을 살펴보면, 연구변수 전부의 내적 일관성 검증한 

결과값이 0.7이상 값이 나왔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항

목들은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 포함되어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

성을 조사했다. 위의 설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측정항목 또는 관련 있는 변수와의 요인 적재 값, 다

른 변수 사이의 교차요인 적재 값을 구하여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에서 보면 각 측정된 항목의 해당 

변수에 요인 적재 값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렴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

다.

하지만 탈중심주의에서 ‘탈중심주의10’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과 비판단적수용에 ‘비판단적수용2, 3, 7, 8,

9’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들을 제외했다. 그리고 현재

<표 7> 연구 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
　 Cronbach's Alpha rho_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탈중심주의 0.914 0.982 0.920 0.564

비판단적수용 0.784 0.870 0.838 0.510

현재자각 0.907 0.980 0.921 0.592

주의집중 0.907 0.895 0.914 0.520

지각된유용성 0.917 0.922 0.931 0.575

기대 0.911 0.920 0.927 0.561

만족 0.945 0.947 0.953 0.671

지속이용의도 0.941 0.945 0.95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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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변수 교차적재량의 탐색적 요인분석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지각된유용성 기대 만족 지속이용의도

탈중심주의1 0.821 0.418 0.415 0.377 0.113 0.188 0.188 0.171

탈중심주의2 0.859 0.502 0.399 0.406 0.128 0.122 0.147 0.138

탈중심주의3 0.835 0.523 0.324 0.365 0.084 0.092 0.119 0.134

탈중심주의4 0.716 0.551 0.376 0.393 0.044 0.017 0.027 0.058

탈중심주의5 0.727 0.523 0.395 0.379 0.036 0.035 0.038 0.051

탈중심주의6 0.717 0.575 0.366 0.425 0.025 0.006 -0.012 0.037

탈중심주의7 0.773 0.581 0.512 0.574 0.101 0.103 0.115 0.057

탈중심주의8 0.738 0.552 0.471 0.499 0.089 0.064 0.072 0.058

탈중심주의9 0.707 0.519 0.450 0.444 0.106 -0.013 0.039 0.041

비판단적수용1 0.500 0.709 0.412 0.424 0.067 0.078 0.100 0.072

비판단적수용4 0.609 0.731 0.448 0.425 0.092 0.062 0.077 0.071

비판단적수용5 0.550 0.704 0.420 0.366 0.048 0.071 0.069 0.075

비판단적수용6 0.329 0.777 0.375 0.394 0.160 0.188 0.151 0.098

비판단적수용10 0.515 0.703 0.630 0.554 0.063 0.054 0.049 -0.014

현재자각1 0.360 0.435 0.812 0.579 0.189 0.255 0.247 0.243

현재자각2 0.414 0.537 0.770 0.602 0.138 0.096 0.085 0.084

현재자각3 0.502 0.539 0.753 0.577 0.128 0.101 0.083 0.059

현재자각4 0.504 0.585 0.742 0.639 0.085 0.090 0.075 0.046

현재자각5 0.405 0.448 0.736 0.639 0.098 0.058 0.036 0.051

현재자각6 0.417 0.423 0.758 0.585 0.173 0.159 0.116 0.120

현재자각8 0.381 0.404 0.831 0.669 0.212 0.239 0.227 0.194

현재자각9 0.440 0.477 0.747 0.668 0.100 0.142 0.040 0.046

주의집중1 0.507 0.461 0.629 0.740 0.169 0.156 0.165 0.147

주의집중2 0.529 0.509 0.579 0.747 0.035 0.022 -0.009 0.031

주의집중4 0.348 0.446 0.551 0.845 0.066 0.054 0.046 0.072

주의집중5 0.546 0.529 0.667 0.779 0.124 0.147 0.123 0.150

주의집중6 0.480 0.430 0.623 0.798 0.149 0.200 0.181 0.153

주의집중7 0.261 0.358 0.517 0.712 0.143 0.094 0.088 0.102

주의집중8 0.295 0.381 0.557 0.768 0.188 0.180 0.172 0.135

주의집중9 0.374 0.495 0.567 0.825 0.218 0.145 0.227 0.168

주의집중10 0.432 0.431 0.706 0.759 0.113 0.107 0.138 0.128

지각된유용성1 0.108 0.126 0.174 0.183 0.765 0.558 0.580 0.485

지각된유용성2 0.143 0.190 0.211 0.172 0.777 0.639 0.698 0.574

지각된유용성3 0.053 0.053 0.077 0.054 0.760 0.517 0.481 0.437

지각된유용성4 0.127 0.032 0.160 0.138 0.725 0.548 0.611 0.629

지각된유용성5 0.116 0.127 0.211 0.199 0.736 0.486 0.415 0.382

지각된유용성6 0.115 0.129 0.182 0.267 0.836 0.592 0.603 0.519

지각된유용성7 0.111 0.175 0.147 0.183 0.795 0.592 0.521 0.499

지각된유용성8 0.083 0.119 0.187 0.219 0.852 0.562 0.581 0.498

지각된유용성9 0.025 0.034 0.125 0.135 0.798 0.502 0.492 0.454

지각된유용성10 0.023 0.061 0.043 0.012 0.733 0.464 0.43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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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 설문 문항에서는 ’현재자각 10‘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마지막으로 주의집중 설문 문항에서는 ’주의

집중3‘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이 0.7이하로 수렴 타당

성이 성립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판별 타당성 측정을 위해 Fornell & Larcker[66]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였다. <표 9>에서 AVE 제곱근 값은 

(*)로 표시했으며 다른 나머지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

수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의 값이 

0.7이상이며, AVE 제곱근의 값이 또 다른 변수의 상

관계수 값보다 커야지만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전부 0.7

보다 큰 AVE 제곱근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변수사이의 상관계수가 AVE 제곱근 값보다 작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판별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하

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

은 개념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PLS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수의 가

기대1 -0.081 -0.042 0.014 -0.015 0.512 0.723 0.540 0.575

기대2 -0.095 -0.071 0.000 -0.037 0.413 0.705 0.405 0.428

기대3 0.187 0.115 0.220 0.138 0.615 0.802 0.675 0.615

기대4 0.179 0.199 0.317 0.270 0.720 0.831 0.698 0.582

기대5 0.094 0.194 0.216 0.213 0.598 0.757 0.620 0.553

기대6 0.064 0.101 0.134 0.188 0.579 0.833 0.616 0.528

기대7 0.108 0.193 0.116 0.093 0.509 0.804 0.539 0.480

기대8 0.231 0.106 0.224 0.216 0.364 0.728 0.483 0.459

기대9 0.179 0.195 0.235 0.172 0.531 0.799 0.635 0.591

기대10 0.055 0.093 0.107 0.159 0.514 0.764 0.592 0.570

만족1 -0.035 -0.044 0.082 0.048 0.688 0.677 0.780 0.580

만족2 0.058 0.086 0.066 0.106 0.667 0.666 0.832 0.634

만족3 0.065 0.090 0.077 0.112 0.692 0.706 0.851 0.677

만족4 0.186 0.156 0.197 0.168 0.504 0.644 0.820 0.637

만족5 0.207 0.198 0.191 0.189 0.585 0.626 0.823 0.650

만족6 0.116 0.111 0.189 0.268 0.590 0.641 0.840 0.618

만족7 0.157 0.113 0.136 0.123 0.576 0.639 0.839 0.660

만족8 0.159 0.154 0.206 0.224 0.639 0.681 0.868 0.678

만족9 0.151 0.182 0.206 0.241 0.413 0.543 0.717 0.560

만족10 0.182 0.150 0.231 0.270 0.562 0.594 0.816 0.694

지속이용의도1 0.006 0.004 0.082 0.144 0.562 0.625 0.653 0.794

지속이용의도2 0.116 0.085 0.147 0.186 0.483 0.538 0.582 0.751

지속이용의도3 0.085 0.110 0.193 0.077 0.537 0.618 0.656 0.823

지속이용의도4 0.193 0.173 0.182 0.171 0.492 0.607 0.650 0.743

지속이용의도5 0.183 0.150 0.145 0.050 0.506 0.542 0.588 0.803

지속이용의도6 0.111 0.097 0.134 0.197 0.583 0.669 0.688 0.873

지속이용의도7 0.116 0.085 0.151 0.231 0.593 0.624 0.662 0.900

지속이용의도8 0.192 0.095 0.236 0.225 0.562 0.545 0.673 0.875

지속이용의도9 0.057 0.019 0.110 0.136 0.595 0.611 0.672 0.887

지속이용의도10 0.071 -0.011 0.041 0.070 0.353 0.451 0.470 0.719

<표 9> 연구변수의 판별 타당성 검증
주)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the AVE)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지각된유용성 기대 만족 지속이용의도
탈중심주의 0.751* 　 　 　 　 　 　 　

비판단적수용 0.642 0.714* 　 　 　 　 　 　

현재자각 0.525 0.590 0.787* 　 　 　 　 　

주의집중 0.538 0.575 0.769 0.721* 　 　 　 　

지각된유용성 0.124 0.141 0.205 0.212 0.758* 　 　 　

기대 0.132 0.154 0.222 0.196 0.727 0.785* 　 　

만족 0.151 0.144 0.191 0.211 0.727 0.749 0.819* 　

지속이용의도 0.139 0.101 0.178 0.187 0.655 0.723 0.78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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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Redundancy) 그리고 공통성(Communality)과 

설명력(R-Square) 마지막으로 전체 적합도(Good-of-Fit)

을 도출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10>에서 

보여주고 있다.

R-Square값은 0.26이상일 때 높은 설명력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이용의

도 변수의 R-Square값이 0.26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

났다. Redundancy값은 한 변수가 또 다른 변수의 분

산을 설명하고 있는 평균이 0보다 큰값이 나온다면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모형의 

내생변수의 Redundancy값을 보면 모두 0보다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 결과는 예측 적합도가 있는 

것이다. 또한 Good-of-Fit방식도 PLS 모형의 적합도

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PLS 모형

의 적합도 기준은 변수들의 R-Square값들의 평균값

과 공통성(Communality) 그리고 평균값을 곱한 후 

값의 제곱근 값을 이용해 판단할 수 있다[67]. 그 결

과 값이 0.36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적합도라고 말할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가외성

(Redundancy)
공통성

(Communality)
설명력

(R-Square)
전체 적합도

(God-of-Fit)
탈중심주의 .　 0.463 .　

0.463

비판단적수용 . 0.253 .

현재자각 . 0.470 .

주의집중 . 0.429 .

지각된유용성 0.293 0.479 0.518

기대 0.024 0.466 0.027

만족 0.439 0.599 0.659

지속이용의도 0.412 0.581 0.632

평균 0.292 0.468 0.459

<표 12> 연구모형 경로 분석 결과(매개효과)
  P<0.000,  P<0.001, P>0.05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P Values 결과

탈중심주의 → 만족 0.046 0.046 0.073 0.632 0.527 기각

탈중심주의 → 지속이용의도 0.049 0.047 0.055 0.898 0.369 기각

비판단적수용 → 만족 -0.018 -0.009 0.072 0.250 0.803 기각

비판단적수용 → 지속이용의도 -0.071 -0.061 0.074 0.964 0.336 기각

현재자각 → 만족 -0.072 -0.055 0.121 0.595 0.552 기각

현재자각 → 지속이용의도 0.006 0.018 0.069 0.081 0.935 기각

주의집중 → 만족 0.078 0.065 0.107 0.728 0.467 기각

주의집중 → 지속이용의도 0.019 0.005 0.072 0.258 0.797 기각

<그림 2> 연구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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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0.25에서 0.36 미만이면 중간수준정도의 

적합도라고 결과 지을 수 있고, 0.1에서 0.25 미만의 

평균값이 나오면 낮은 적합도라고 판단한다. 이 결과

를 통해 이 연구모형의 연구변수 R-Square값들의 평

균은 0.459이며 , Communality 평균값은 0.468이다.

두 값의 곱은 0.215이며, 0.215의 제곱근 값은 0.463이

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표 10>).

위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이용해 측정항목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해보았다. 이 측정모형에서 각 

변수사이에 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후 가설들

을 검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먼저, 마음챙김이론 요인과 관련된 가설 결과를 보

면, 첫째, 탈중심적주의는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에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판

단적수용은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자각은 지각

된 유용성은 유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기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주의집중은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 중 첫째로,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이용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기대는 지각된유용성, 만족,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셋째, 만족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

다. 끝으로 <그림 2>에는 연구모형 결과를 정리한 그

림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유튜브 서비스 영향요인들

에 대해 파악한 후 이 요인들이 지각된 유용성, 기대,

<표 11>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직접효과)
  P<0.000,  P<0.001, P>0.05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P Values 결과

탈중심주의 → 지각된유용성 -0.006 0.004 0.090 0.062 0.950 기각

탈중심주의 → 기대 0.000 0.013 0.142 0.002 0.998 기각

비판단적수용 → 지각된유용성 -0.007 -0.004 0.082 0.090 0.928 기각

비판단적수용 → 기대 0.028 0.029 0.134 0.208 0.835 기각

현재자각 → 지각된유용성 -0.024 -0.019 0.096 0.249 0.804 기각

현재자각 → 기대 0.169 0.155 0.144 1.174 0.241 기각

주의집중 → 지각된유용성 0.098 0.084 0.098 0.992 0.321 기각

주의집중 → 기대 0.047 0.085 0.139 0.337 0.736 기각

지각된유용성 → 만족 0.324 0.331 0.088 3.672 0.000 채택

지각된유용성 → 지속이용의도 0.104 0.109 0.071 1.479 0.140 기각

기대 → 지각된유용성 0.715 0.717 0.061 11.648 0.000 채택

기대 → 만족 0.547 0.530 0.087 6.295 0.000 채택

기대 → 지속이용의도 0.247 0.248 0.073 3.405 0.001 채택

만족 → 지속이용의도 0.509 0.504 0.094 5.399 0.00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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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통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을 강조한 마음챙김

(Mindfulness)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

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60명의 

10대에서 50대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탈중심적주의는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

판단적수용은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자각은 

지각된 유용성과 기대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의집중은 지각된 유용성

과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에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

중이 기대와 지각된유용성에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

데, 기존의 연구에서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선행 연구

에 따르면 마음챙김 변인은 지각된 유용성, 이용성,

기대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만족도에 미

치지 않았다[6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

성과 기대와는 의미 있는 관계로 나타나지 않으나,

만족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마음챙김은 이용자의 인지적 자각의 발전으로 통해 

좋은 감정을 향상시킬수도 있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 

시킬 수도 있다[69]. 따라서 마음챙김이 반드시 정보

기술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연구와 연계해 볼 때,

마음챙김은 유튜브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원인이 아닐 수 있으나, 불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매개변수에서 첫째로, 지각된 유용성은 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이

용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보시스템 지속이용모델의 다른 선행연구에서

는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나[63],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

타났다. 따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이 유

튜브를 이용하기에 유익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

도록 영상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대는 지각

된유용성, 만족,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영상 콘텐

츠에 기대감을 가진다면, 이용자는 영상이 본인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하게 될 것이

다. 그 이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게 되면 영상을 지

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셋째, 만족은 지속이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로 크리에이터 영상에 유튜브 이용자가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기 위해 지속적으

로 유튜브 어플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더 이용

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상을 보고나서 

다음 영상이 기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

대감을 가지고 이용자가 영상을 봤을 때 만족감을 높

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은 최근 유튜브는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마음챙김 이

론을 적용해 진행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이론을 적용해 이

용자들의 지속이용의도 간의 통합 모델을 제한했다

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기반이 되는 틀을 제공했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마음챙김이론을 통해 유튜

브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현재 진행 되어지고 있

는 상황을 인지시켜주고, 그로 인해 다음 영상에 대

한 기대감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이 유튜브를 이

용하기에 유익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영상



유튜브 이용자의 마음챙김 요인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57

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기대감을 가진다면, 이용자는 영상이 본인

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게 되면 영

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크리에

이터 영상에 유튜브 이용자가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튜브 

어플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160명으로 표

본을 한정했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으로만 진행했다. 하지만 자료 수집에 있어 160

명으로 모든 연령대로 분산되어 일반화 하기에는 다

소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좀 더 표본의 대상을 폭 넓

게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결

과가 나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요인들과 

지속이용의도 모델을 통합한 연구를 제안했다. 또한,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층면접, 경험표집법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

째, 국내외 학술지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마음

챙김 이론, IS 지속이용모델을 통합한 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마음챙김 요인들과 IS 지속이용 모델 사이 

관계에 대한 실증검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마음챙김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26].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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