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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with 
YouTube AI Recommen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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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튜  콘텐츠의 다양성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유튜  추천 시스템에 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 다. 구체 으로 기술수용모델에 이용자들의 인식 변인인 콘텐츠 선호 합성, 라이버시 염려를 추가하여 이

러한 변인들이 유튜  AI 추천 시스템의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해 20~30 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인

인 유희성, 유용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용이성의 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유튜  콘텐츠의 선호 합성은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라이버시 염려는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 과 후속 연구의 과제를 제언하 다. 

☞ 주제어 :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 기술수용모델, 유용성, 선호 합성, 라이버시 염려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diversity of YouTube content,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users' satisfaction 

with the YouTube recommendation system. Specifically, by adding content preference suitability and privacy concerns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e empirically analyzed how these variables affect user’s satisfaction of the YouTube AI 

recommend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a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playfulness and usefulness, which are major variable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ppeared a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YouTube AI recommendation system, whereas the 

effect of ease to use was not found. Second, content preference suitability was found to affect the satisfaction with AI 

recommendation system, but privacy concerns did not affect the satisfaction with YouTube AI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 keyword : YouTube AI recommendation system, satisfaction, TAM, usefulness, preference suitability, privacy concerns 

1. 서   론

미디어의 다양성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

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 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용한 서비스는 동 상 서비

스 랫폼인 유튜 (YouTube)로 2020년 3월 한 달간 

2887만 명이 방문하 으며 이용자 평균 체류시간이 월 

24.4시간으로 나타났다1). 나스 미디어의 <2020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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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동 상을 시청할 경우 유튜 (93.7%,)를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유튜 를 통한 동

상 콘텐츠 소비는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유튜 는 모든 연령층의 여가 활동에서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랫폼으로 연구자들의 심도 높아

지고 있다. 지 까지 유튜 에 한 연구들은 부분 

랫폼 특성인 상호작용성[2], 유튜 의 오락  기능[3]과 

콘텐츠의 다양성[4] 등으로 일반 인 기술이나 콘텐츠에 

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1) 2020년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인크로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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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유튜 가 제공하는 AI 추천 시스템에 

한 평가가 유튜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

으로 두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선호를 유도하고, 시

청자를 신하여 콘텐츠에 한 평가를 수행해 선호 

합성이 높은 추천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AI 추천 서비스의 정 인 

측면을 강조한 시각이다.  

2016년부터 유튜 는 기존 추천 알고리즘에 머신러닝

을 도입하면서 개인화된 추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

다2).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추천 시스템이 화

되면서 그에 따라 추천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역

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해당 서비스가 실제 

미디어 이용자의 경험을 정 으로 이끄는가에 한 실

증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

의 페이지 체류시간이나 이용률의 증 를 유도한다는 실

증  결과들이 존재하긴 하나[5], 실제 이용자들을 상

으로 추천 서비스에 한 인식과 그에 따른 경험  만족

에 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유튜  AI 추천 시스템에 한 

수용 효과를 실증 으로 살펴보며, 이용자들이 AI 추천 

시스템에 한 이용 경험을 출발 으로 추천 시스템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튜  콘텐츠의 다양성에 주목한 기존 연

구와 달리 기술수용모델 변인인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을 바탕으로 유튜  추천 시스템에 한 이용자들

의 인식 즉 선호 합성, 그리고 라이버시 염려를 추가

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유튜  AI 추천 시스템의 만족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유튜  AI 추천 시스템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수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  단 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이론  논의

2.1 기술 수용 모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수용자들이 이를 어떻

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 주목해왔다.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 시스템 기술을 수용할 때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2) 전자신문, 2020.10.05 유튜브·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 원리 
https://m.etnews.com/amp/20201005000062

이론이다[6]. 이 모델의 주요 시사 은 정보 기술  시스

템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유용성), 사용하기 쉬울수록 

(용이성), 기술 수용에 한 태도와 행  의도가 더욱 

정 으로 형성되어 새로운 시스템 기술의 수용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다. 

기술수용모델을 이론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 유형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 기술수용모

델을 바탕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통합 으로 근한 연구

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를 들면 IPTV 서비스에 한 

연구 [7], SNS 연구[8], OTT 서비스 연구 [9] 등이다. 최근

에는 유튜 와 같은 온라인 동 상의 활용의도[10]나 테

크놀로지 수용 의도와 실제 사용[11]을 측하는데 극 

활용되었다. 

한 다른 연구에서는 유용성이 SNS에 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김 환·최

수일(2009)은 IPTV 서비스에 해 유용성과 용이성이 만

족  지속 이용, 그리고 타인 추천 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7]. 부분의 연구

들은 유용성과 용이성이 랫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유용성과 용이성 외에도 유희성

에 주목하 는데, 유희성은 SNS 지속 사용 의도나[12], 

OTT 서비스 만족도[9,13]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유희성은 모바일 뉴스의 사용자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14].

이처럼, TAM은 다양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사용 의도

를 측하고 여기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데 

용되었으며, 선행 연구 결과 유용성, 용이성, 유희성이 

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유튜  AI 추천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유용성과 

용이성, 유희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

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유용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용이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유희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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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호 합성

최근 들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상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사회 으로 확산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AI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가 랫폼을 속했을 때, 검색 결과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4]. AI 추천 시스템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선

택을 자극하기 해서 개별 이용자의 선호에 맞는 콘텐츠

를 추천함으로써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

유튜 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랫폼 역시 알고리

즘 추천 시스템을 극 으로 활용하며, 이용자에게 개

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  AI 추천 

시스템의 경우,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

은 물론, 사용자 개인의 선호를 악한 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청자가 더 쉽게 콘텐츠에 몰입하도록 유

도한다. 이러한 몰입은 이용자들의 시청 만족도에 향

을 미친다 [16]. 즉 AI 추천 시스템의 선호 합성이 시스

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

슷한 맥락에서 애 리 이션이나 웹사이트 등을 상으

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이 정확하고 이용자가 선호한 정보일수록 사

용 만족도가 높았다[17]. 

이상의 논의들은 특정 콘텐츠를 시청하기 해 유튜

를 속한 이용자들 역시, AI 추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그들이 선호하는 것일수록 추천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텐츠 선호 합성을 이용자들의 AI 추천 시

스템에 한 정 인 인식으로 간주하여, 유튜  AI 추

천 서비스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하 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4. 선호 합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 라이버시 염려

유튜 는 일반 미디어와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

용자의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

징이 지니고 있다. 동 상 검색과 시청 활동 등을 빅데이

터로 수집하고 이를 토 로 메인 화면에서 시청자에게 

맞춤형 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유튜

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며 개개인의 동 상 이용 행태는 

물론  세계 상 콘텐츠 생태계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  알고리즘에 한 부정 인 시각도 제

기되고 있는데 사용자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 수집이 당

연시되며 개인 생활 침해에 한 염려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수집을 넘어 이용자가 듣는 것, 보는 것, 찾는 

것에 한 종합 데이터가 축 된다는 에서 알고리즘의 

감시 체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지 이다[18]. 

유튜 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좀 더 개인화된 맞

춤형 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는 있지만[19], 자동화 추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소

비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

기 해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기업에 의해 지속

으로 수집되면서 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20]. 이는 데이터는 장기간 장이 용이하고 복제가 손

쉽기 때문에 소비자의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되는 추천서

비스는 소비자 라이버시 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21]. 실례로 모바일 클라우드 이용자들의 인지

된 라이버시 염려가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즉 라이버시에 한 염려가 높아

질수록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자의 라이버시 염려를 AI 추

천시스템에 한 부정 인 인식으로 고려하여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H5. 라이버시 염려는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

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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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 상자

본 연구에서는 20~30  한국인을 상으로 2021년 5

월 19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 다. 

조사 상자들은 유튜 를 통해 추천 시스템 기능을 사용 

경험이 있는 시청자로 한정하 으며,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총 240부 설문지를 회수

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3.3 측정 문항

주요 변인을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

정 문항을 추출하 다. 추출된 문항들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으며, 각 변인은 5  리 커트 척도를(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이용하여 측정하 다.

유용성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목 에 따라 유튜  AI 추천 

시스템을 쓸모 있게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 [4,7,2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맞게 수정하여 ‘유튜  추천 시

스템은 유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다.’‘유튜  추천 시스

템은 이용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등 4개 항목을 사용하 다.

용이성은 유튜 를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인지하

는 정도로 정의하 다. [7,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맞게 수정하여 구체 인 측정 문항은 ‘유튜  추천 

시스템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유튜

 추천 시스템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등 4개 항목

으로 5  척도로 측정하 다.

유희성은 이용자가 유튜  AI 추천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식하는 주 인 즐거움이라고 정의하

으며, [9,11,24]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유튜 를 

이용하는 것은 흥미로웠다고 생각한다’, ‘유튜 를 이용

하는 것은 흥분된다고 느 다’, ‘유튜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즐겁다’, ‘유튜 를 이용하는 것은 재미있

다고 생각한다’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선호 합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이 제시하는 콘

텐츠가 개인의 기 를 반 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구

체 인 측정 문항은 [4]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참고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으며,‘유튜  추천 시스템

은 동 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튜  추천 시

스템은 사용자의 필요로 하는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유

튜  추천 시스템이 추천하는 동 상은 내가 원하는 내

용과 합하다.’등 4 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 다.

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는 걱정이나 염려로 정의하 으며 [21]연구에서 사용하

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구체 인 측정 항

목은 ‘내가 유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장되는 개

인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까 걱정스럽다.’ 

‘내가 유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수집된 정보들은 

나의 동의없이 사용될까 걱정스럽다.’ ‘내가 유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장되는 정보를 회사가 다른 목 으

로 사용할까  염려된다.’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추천 시스템 만족도는 이용자들이 유튜  AI 추천 시

스템에 한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 다. [9,24]의 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만족도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 측정하 다. 구체 으로 '나는 유튜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는 상에 만족한다', '나는 유튜 의 추천 상

시스템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등 2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 인구통계학  특성  이용 황 

먼 ,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본 

결과((표 1) 참조), 남성은 80명(40%), 여성 120명(60%)이

었으며,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26∼30세’88 명(44%), ‘20

∼25세’ 79명(39.5%), ‘31∼35세’ 18명(9%), 36∼40세’ 15

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학생95명(47.5%), 학원생(석/

박사)은 105명(52.5%)이었다.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인구통계학  요인 항목 빈도(명)
퍼센트
(%)

성별
남성 80 40

여성 120 60

연령

20-25 79 39.5

26-30 88 44

31-35 18 9

35-40 15 7.5

학력
학생 95 47.5

학원생 105 52.5

하루 이용시간

30분 미만 24 12

30분~1시간 42 21

1시간~1시간30분 44 22

1시간30분~2시간 48 24

2시간~2시간30분 24 12

3시간 이상 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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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유튜  하루 이용 시간은 1시간30분 이상

-2시간 미만이48명(24%)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상-1

시간 30분 미만은 44명(22%), 30분 이상-1시간 미만은 42

명(2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2시간 30분 

미만은 24명(12%), 30분 미만은 24명(12%), 3시간 이상은 

18명(9%)로 나타났다.

4.2 신뢰도  타당성 분석상 계 검증

가설 검정을 실시하기 에 측정한 변인들의 신뢰도

와 타당성을 검토하 다. 먼 , Cronbach’s Alpha 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신뢰도를 검하 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뢰도(Cronbach'sα) 값은 .8이상으로 나타나 

기 치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표 2) 신뢰도 결과분석

(Table 2) Reliability result analysis

변인(문항 수) Cronbach'sα AVE

유용성 (4) .896 .632

용이성 (4) .861 .733

유희성(3) .893 .679

선호 합성(4) .866 .702

라이버시 염려 (5) .831 .722

만족도(2) .821 .643

다음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

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

석 결과, 측정 모델이 수용 가능한 합도를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하 다(표 χ2=1.39(p< .01), GFI= .89, AGFI= .95, 

CFI= .93, RMR= .04, TLI= .95, NFI= .87, RMSEA= .03). 

각 항목의 표 화 값과 AVE는 모두 일반  기 인 0.5를 

넘었고, 신뢰도는 0.7 이상의 기 에 충족하여 집 타당

성을 확보하 다.

한, 별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상 계수의 제곱이 해당 변인의 AVE보

다 작게 나타나 각 변수들 간의 별 타당성은 확보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표 3) 상 계  별 타당도 분석결과

(Table 3)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results

1 2 3 4 5 6

1 .632

2 .634** .733

3 .464** .484** .679

4 .702** .730** .521** .702

5 -.219** -.056 -.129 -.120 .722

6 .600** .553** .574*** .635** -.181* .643

*p<.05, **p<.01, ***p<.001( 각선의 값은 AVE값임. 1. 유용성, 

2. 용이성, 3. 유희성, 4. 선호 합성, 5. 라이버시 염려, 6. 만족

도.)

4.3 가설 검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먼  유튜  AI 추천 시

스템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인구통계학  요인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희성, 선

호 합성, 라이버시 염려를 투입하여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표 4) 계  회귀분석 결과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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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  요인 즉 성별, 나

이, 학력이 통계 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용성, 유희성, 선호 합성이 유튜  AI 추천 

시스템의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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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용성(β=.282, p<.001)은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

었다. 한편, 지각된 용이성(β=.021, p=.802)은 AI 추천 시

스템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유희성(β=.167, p<.05)은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지지

되었다.

선호 합성 (β=.291, p<.01)은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4 역

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라이버시 염려(β=-.012, p=.864)는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5는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유튜  추천 시스템이 유용하고, 맞춤형 콘

텐츠가 나의 개인  취향에 합하다고 느낄수록, 한 

즐거움을 다고 인지할수록 이용자가 이 추천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가설 검증 결과 요약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 Results 

5.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사회 으로 향력이 커지고 있는 랫폼, 

유튜  AI 추천시스템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았다. 기술수용모델 이론에 추가 으로 유튜  

AI 추천 시스템의 특성 요인인 선호 합성, 그리고 라

이버시 염려를 투입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  AI 추천 시스템 이용에서 이용자들이 지

각하는 유용성, 유희성은 유튜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행동과 

련된 신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하 다. 

이는 유튜  AI 추천시스템이 유용하고 재미있다고 느끼

며, 즐거움을 다고 믿는 이용자들은 유튜  AI 추천시

스템에 한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 으로 사용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기술 수용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의 수용

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를 들어 

OTT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이희성, 김해연 황하성(2017)의 연구[9], 모바일 상 스

트리  서비스의 확산을 연구한 김명지 외(2014)의 연구

에서도 지각된 유용성, 유희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기존 연구와는 달리 용이성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이희지, 박민서, 2021)의 연구결과[25]

와 상반된 것으로 유튜  이용자들에게 있어 추천 시스

템은 이미 편하고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사용의 용이성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

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유튜  AI 추천 시스템의 특성 요인인 선호 

합성은 유튜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튜  이용자에게 추

천 서비스가 정 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의 가치

에 일치하거나 개인 취향에 합한 콘텐츠만 필터링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풀

이된다[4]. 

셋째, 유튜  이용자들의 라이버시 염려는 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이버시 우려가 유튜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은 라이버시 염려가 유

튜  이용자의 불만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용자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김유정, 김재 ,한재

민(2012)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26]. 허츠버그와 그의 

동료 (Hezberg et al.)들이 주장한 두 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에 의하면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서 직무 만족 제고를 해서는 동기 요인을 강

화하고, 직무 불만족 해소를 해서는 생 요인을 제거

해야 한다고 하 다[27]. 이와 마찬가지로 유튜 에서 

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 불만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까지는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는 학술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 을 제

시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이 이용자들의 기술 수용 행

동을 측하는 분석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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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  AI 추천시스템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근거로도 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투입한 선호 합성이 기술수용뿐만 아니라 기술에 한 

만족도에도 어느 정도,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그 동안의 TAM 연

구들에서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 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외에도 지각된 유희성이 새로운 서비스의 

만족도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재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들

은 즐거움이나 오락  기능을 갖추고 있어,즉 지각된 유

희성이 유용성이나 용이성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는 은 향후 미디

어 융합을 한 커뮤니 이션 기술의 채택과 만족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유튜  사업자  향후 랫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  함의를 제공한다.먼  유튜 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이 AI 추천 시스템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있어 유튜 는 정

보 검색  획득을 해 사용되고 있음을 뜻하며, 정보의 

유용성이 곧 유튜 의 성공과 직결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튜버 는 개인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은 

콘텐츠 내용의 질을 높이고, 타 정보 매체와 비교하여 

문 이고 유용한 콘텐츠 제작을 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한 선호 합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AI 추천 시스템의 성

공은 이용자의 취향에 합한 콘텐츠를 얼마나 잘 필터

링해서 제공하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용자

의 특성, 개인  취향, 가치 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즉 유튜 와 같은 랫폼 사업자들은 추

천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한 양질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와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한계 이 나타났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상은 20 ~30 로 한정하 으며 편의  추출법에 의해 

조사 상자를 추출하 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

서 다양한 연령층 포함하여 좀 더 체계 으로 표본을 추

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추천 시스

템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 다. 특히, 콘텐츠의 특성 요인이나 이용자의 가치

, 특성 등을 고려한 향후 연구들이 진행되어 이용자 

에서 추천 시스템에 한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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