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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유튜브   

를 통한 몰아보기 의 시청 행태에 주목(YouTube) ‘ (binge-watching)’
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통한 탐색적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시청량. , 

시청의 연속성 콘텐트 동질성이라는 세 변인을 몰아보기의 핵심 변, 

인으로 설정하고 기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로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더불어 문화자본 시간개념이라는 . , 

사회문화적 변인과 유튜브 몰아보기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탐구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청량의 측면에서 유튜브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높   , 

은 시청량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청량이 극히 낮은 경시청 집단과 시

청량이 와 스마트폰 평균에 준하는 높은 수준에 달하며 일상적 시TV

청 패턴을 보이는 유의미한 크기의 중시청 집단을 발견하였다 시청 . 

연속성 역시 저연속 시청과 고연속 시청 행태를 보이는 유의미한 크

기의 양 집단을 보였으며 중시청 집단의 시청 연속성이 비교적 확연, 

히 높았다 콘텐트 동질성의 측정도구인 장르 동질성 분석 결과 시청. 

량이 높을수록 장르 동질성은 낮았으나 세부적인 탐색 결과 장르 동, 

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이는 중시청자 도한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콘텐트 동질성을 기준으로 한 몰아보기의 또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변인과 이용자 특성 간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 

펴본 결과 몰아보기는 주로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미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문화자본과 시간개, 

념과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첫째 유튜브 환경에서    , 

몰아보기가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보편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가 아닌 

특정 집단의 특수한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개념적 차원에서 유. , 

튜브 몰아보기는 시청량과 시청 연속성을 충족하나 두 변인과 콘텐, 



트 동질성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시청량과 시. 

청 연속성이 높은 중시청자 중 장르 동질적인 시청을 하는 이용자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몰아보기는 하나 이상의 시청 양상

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셋째 매체 간 비교의 서비스 . , 

차원에서 유튜브는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와 달리 매우 다양한 이용

자 기반의 콘텐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트 동질성 또는 다양성 측

면에서 독특한 몰아보기의 양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와 스마. TV

트폰 이용 행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유튜브 시청 및 몰아보기

의 이용 패턴은 제 의 행태 를 보인다는 가설을 제안할 수 있다“ 3 ” . 

주요어 몰아보기 유튜브 미디어 이용 시청량 시청 연속성 콘텐트 동질: , , , , , 

성 장르 다양성 문화자본 시간개념 로그 데이터 분석, , , , 

학  번 : 2018-2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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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문제의 제기1 

최근 주문형비디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  (VOD: Video on Demand), 

스 등의 중화와 미디어 디지털화 에 힘입어 소위 말하는 (digitalization)

이하 몰아보기 의 시청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아직 개념“binge-watching”( ) . 

의 정의에 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몰아보기란 일반적, 

으로 한 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평소보다 긴 시간 시청하는 행태를 의미

한다 몰아보기는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들의 (Wikipedia, 2019). 

지배적인 소비 패턴으로 주목받고 있다. 

몰아보기 행위에 한 주목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긴 하지만 몰아보기 자체는 동시 에 새롭게 출현한 용어 및 개념으, 

로 보기 어렵다 몰아보기 용어의 사용 자체는 년 부터 드물게 발견되. “ ” 80

고 년 에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팬덤 내(Pierce-Grove, 2017), 90 (fandom) 

부에서 극단적인 마니아적 시청 행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 

나 몰아보기 가 년을 전후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는 등 해당 현상“ ” 2013

에 한 주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몰아, 

보기를 향한 위와 같은 주목이 특히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 의 하우(Netflix) “

스 오브 카드 시리즈의 공개(House of Cards)” 1)를 기폭제로 확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몰아보기는 시 를 표하(Sung, Kang & Lee, 2018). 

는 특징적인 문화적 형식의 소비행태이자 미디어의 새로운 이용 관습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수의 팬덤이 향유하는 문화소비의 방식이 . , 

1) 넷플릭스는 년 월 최초의 자체 제작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카드 의 전체 에 2013 2 “ ”
피소드를 한 번에 일괄 공개하였다 이는 텔레비전의 제작 기획 그리고 유통의 관. , , 
습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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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새로운 규범적인 방식이 된 , TV (normative) 

것이다(Flayelle et al., 2018). 

언론의 주목과 산업적 관심을 지나 학계에서도 이러한 몰아보기의 시  

청 행태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몰아보기에 한 연구는 체로 년 . 2014

이후부터 가속화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는 몰아보기 행위의 동, 

기 탐구 몰아보기의 다양한 영향을 살피는 효과 연구 몰아보기의 문화적 , , 

의미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이외에도 몰아. 

보기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연구 이용자 (Sung, Kang & Lee, 2018), 

행동 데이터를 통하여 몰아보기를 모델링하려는 시도(Trouleau et al., 

등 몰아보기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려는 시도 또한 이2016) 

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몰아보기에 한 학술적 논의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현재까지 몰아보기에 한 체계적, 

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 

능하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개념화보다 동기 조사 심리적 요인 탐. , , 

구 및 효과 연구에 치중했다 따라서 몰아보기에 한 학술적 정의를 내리. 

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미 언론 또는 업계로부터 소개된 정의 

또는 설명을 인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미디어 학자들과 언론 사이의 , 

순환 고리 가 두드러졌다 둘째는 이러(feedback loop) (Pierce-Grove, 2017). 

한 연구들이 주로 넷플릭스가 제공한 산업적 정의 단일 프로그램의 에피소(“

드 편을 한 번에 시청하는 것 를 별다른 비판 없이 그2-6 ”, Netflix, 2013)

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 

이와 같은 관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당 정의  . 

가 도출된 과정을 들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리서치 전문회사 해리스 인터, 

랙티브 를 통해 설문 상자에게 몰아보기를 무엇이라고 (Harris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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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지 질문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를 위와 같이 발표하였다 결국 넷플. 

릭스가 제공한 몰아보기의 정의는 몰아보기의 시청 행태가 갖는 속성 또는 

본질의 탐구에서 비롯한 정의 보다는 설문 상자의 다수 가 몰아보기(73%)

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해당 정의는 넷플릭스의 사업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  , 

으로 내려졌다는 점에서 자연히 기업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 

되는 이유는 몰아보기 라는 이용 행태의 정의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 ’

트의 형식과 플랫폼의 속성에 즉 기업이 제공하는 문화콘텐츠의 순차적인, 

시청을 유도하는 서비스(serial) 2)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콘텐트 형식의 차원에서 넷  . 

플릭스의 정의는 에피소드 간 순차성을 갖는 고품질의 프로그램‘ TV 

형식의 영상물에 그 적용이 제한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방(quality TV)’ , 

송 프로그램 형식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영상물은 몰기가능 하지 (bingeable)

않은가 예를 들면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 의 인 ? (YouTube) ‘1

방송 을 몰아보는 것은 불가능한가 많은 경우 개인 창작자의 영상물은 형’ ? 

식 및 내용에 있어 순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론 단일한 프로그램, ‘

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유튜브의 이용 행태에 한 최근의 통(series)’ . 

계자료를 살펴보면 이용자(Omnicore, 2018; Statistica, 2019; VAB, 2017), 

들은 여전히 이러한 개인 창작자들의 혹은 방송국 외 기업 및 기관의 영상, 

물을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듯 보인다 비록 고품(Cullen, 2019). ‘

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문화적으로나 이용시간의 절 량에 있어서 우위’

를 점하고 있더라도 몰아보기가 새롭게 부각되는 매체이용 현상임을 고려, 

했을 때 학술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에 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 

2) 넷플릭스 는 포스트 플레이 도구 를 사용하여 한 에피소드 (Netflix) ‘ (post play)’ (tool)

의 시청이 끝나면 다음 화 이어보기 를 유도하는 메시지 창을 띄우는데 이 때 이용자‘ ’ , 

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초 이내에 자동으로 다음 에피소드가 재생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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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  . , 

튜브 로그 데이터를 통하여 몰아보기 개념을 일반화하고 몰아보(YouTube) 

기에 한 정확한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른 플랫폼 또는 콘텐트 형식. 

이 아닌 유튜브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것의 의의는 여태까지 몰아보기 행위

에 적용된 고품질의 프로그램 이라는 문화적 형식의 제한을 벗어나서‘ TV ’ , 

개인을 포함한 생산자와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을 포괄하는 시청 행태로서의 

몰아보기를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 

적 배경을 통해 시청량 연속성 콘텐트 동질성이라는 가지 축을 중심으로 , , 3

유튜브 시청 행태를 분석하는 동시에 기존의 시청 행태와 차별화되는 몰아

보기 행위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재까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몰. 

아보기에 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문화 현상에 한 이해를 도

모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행태를 보다 폭넓게 이  , 

해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더불, , 

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동원되는 문화적 수단을 의미하

는 문화자본 그리고 홀 이 제안한 시간개념(cultural capital), (Hall, 1976)

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과 몰아보기 변인 간의 관계를 탐구할 (time sense)

것이다 비록 문화자본 또는 시간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 데이터와 이용자들. 

의 행동 데이터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매체의 , 

이용 행태와 매체 이용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 차원의 사회문

화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피는 시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인구통계. 

학적 변인과 더불어 문화자본 그리고 시간개념과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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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영향관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몰아보기가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인 만큼 학계에서 현재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갖는 의의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몰아보기에 한 정확한 개념화와 몰아보기의 이용 행태에 한 탐색

적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상이 되는 플랫폼. 

을 유튜브로 확장 적용하고 자기보고식 연구 방법이 아닌 이용자들의 실제 , 

행동 데이터를 통해 매체의 이용 행태를 분석할 것이며 이제까지 몰아보기, 

에 적용되던 문화적 형식을 고품질의 프로그램 에서 이를 포함하는 다‘ TV ’

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몰아보기 이용 행태에 . 

한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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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의 검토2 

본 연구는 몰아보기 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binge-watching) , 

몰아보기를 상으로 삼는 부분의 연구가 년도 이후 이루어졌기 때2014

문에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이 검토의 상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 

작함에 앞서서 우선 몰아보기 용어와 개념의 역사와 정의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요약할 것이며 해당 연구들이 갖는 한계와 ,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제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절  몰아보기의 개념정의  1 

1. 몰아보기 개념의 등장

몰아보기의 시청 행태가 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몰아보기 자체는 동시 에 새롭게 출현한 용어 및 개념이 아니다 몰아보” . 

기는 년  이후 네트워크 재방송 박스 셋의 확산과 함께 퍼져나1990 , DVD 

가기 시작한 시청 행태로 특정 프로그램에 한 이용자들(Pena, 2015), TV 

의 헌신과 체력의 결합을 시사하는 마라톤 시청 과 유‘ (marathon viewing)’

의어로 쓰여왔다 그러나 마(Tukachinsky & Eyal, 2018; Perks, 2015, p.9). 

라톤 시청 또는 마라톤은 방송사가 자사 콘텐츠의 활용도를 극 화하, TV 

기 위해 활용된 편성전략 중 하나로 이는 엄 히 말하면 시청의 통제권이 , 

이용자에게 주어진 몰아보기와 맥락적으로 구별된다 정금희 결국 ( , 2019). 

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 이후 몰아보기의 소비 행태가 급격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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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화되면서 몰아보기는 주요 언론에 의해 마라톤 시청을 포괄하는 일

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다(Pittman & Sheehan, 2015). 

몰아보기 라는 용어의 유래는 년 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어스 그“ ” 1980 . -

로브 는 몰아보기에 한 언론의 프레이밍을 역사적으(Pierce-Grove, 2017)

로 살펴본 그의 논문에서 또는 “binge watching”, “binge viewing” 

의 용어를 포함한 기사가 년부터 등장했음을 밝혔다 또한 “bingeing” 1984 . 

그는 같은 시기 프로그램의 시청 뿐 아니라 도서의 탐독과 같은 미디어 TV 

이용 행태의 과도함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함“binge”

께 언급하는데 이는 년  북미에서 폭식 식욕 이상 항, 1980 (binge eating), 

진증을 비롯한 식이장애에 한 경각심이 높아졌던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

(Zimmer, 2013). 

새로운 미디어 이용 행태를 설명하는 용어로서의 몰아보기 가 주류 언“ ”

론에 포착된 시점은 년으로 알려져 있는데2003 (Merriam-Webster, 2019), 

뉴욕 타임즈 의 기자 세인트 존(New York Times) (Warren St. John, 2003)

은 디지털 자동 녹화기 티보 의 보급이 갖는 의미와 시청자 반응을 (TiVo)

다루는 기사에서 자신의 인터뷰이가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몰아보기

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의 한 지역 신문에서 브릴 번디(binge) . 

는 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의 박스 셋(Brill Bundy) FOX “Family Guy” DVD 

이 얻고 있는 인기를 조명하는 기사에서 몰아보기를 한 시즌에 해당되는 ‘

양의 시리즈를 한 두 번의 자리에서 시청하는 행위 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 

이는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년  초반 이미 언론에서 몰아보기에 한 2000

개념화가 시도되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년 이전까지 언론에 나타난 . 2011

몰아보기 의 사용은 그 빈도가 낮고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선행연“ ”

구의 비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시기에 몰아보(Pierce-Grove, 2017), 

기가 시청 행태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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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몰아보기 에 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동영상 스트리“ ”

밍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보편화 및 중화된 년부터 년 “ ” 2012 2015

사이로 보고 있다(Pena, 2015; Pierce-Grove, 2017). 

그렇다면 몰아보기 의 중화 이전 몰아보기는 주로 누구에게 어떤  “ ” , 

개념으로 사용되었을까 실제 몰아보기의 개념은 년  미국 의 ? 90 FOX “X 

파일 시리즈 팬들의 유스넷 그룹 토의에서 그 자취(The X Files)” (Usenet) 

를 발견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년 한 팬이 자신이 (Zimmer, 2013). 1996

파일 시리즈를 시즌 부터 어마어마하게 몰아볼“X ” 1 “ (there’d be some 

예정임을 알리며 뉴 잉글랜드MASSIVE binge watching)” (New England) 

뉴스 그룹에 해당 시리즈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올린 바 있

다 또한 년에는 같은 시리즈의 팬덤 내부에서 한 이용자가 스스로를 . 1998

중독자 로 자조하며 파일 시리즈에 한 의사중독 증상의 진“ (addict)” “X ” 

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항목 중 하나로 몰아보기 경험 여부, (“Do 

를 들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이미 이you ever binge watch (marathon)?”) . 

용자들이 라는 용어를 하나의 역성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binge watch”

인할 수 있다(Zimmer, 2013). 

이후 미디어 디지털화와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으로 몰아보기 이

용 행태가 중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년 월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 2013 2

가 첫 자체제작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카드 의 (Netflix) “ (House of Cards)”

전체 에피소드를 일괄 공개하여 몰아보기의 새 시 를 열었다 넷플릭스의 . 

이와 같은 행보는 명확하게 이용자로 하여금 몰아보기 시청 행태를 유도하

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쓰여지고 기획되고 또 소, , , 

비되는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Pittman & 

몰아보기 의 형식적인 개념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Sheehan, 2015). “ ”

시작한 시점 또한 이 시기와 같다 년 몰아보기 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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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재되었고 같은 해 올해의 단어 후보군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 

었다 몰아보기 에 한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개설된 것도 . “ ” (Wikipedia) 

년 월에 이른다 또한 년 월 콜린스 영어사전은 몰아2013 9 . 2015 11 (Collins) “

보기 의 사용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binge watch)” 200% 

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렇듯 년 전후는 용어의 사용과 . 2013

개념화가 빠르게 확장되던 시기로 년경에는 이미 기자들이 따로 개념 , 2015

정의를 내리지 않게 될 정도로 해당 개념에 한 중적인 확산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할 수 있다(Pierce-Grove, 2017).

2. 기존의 개념 정의  

그렇다면 현재까지 몰아보기 를 정의한 주체는 누구이며 개념 정의의 ‘ ’ ,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초반의 개념 정의는 주로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몰아보기에 한 첫 개념정의 중 하나는 년 미디어 분석가이자 칼. 2012

럼니스트인 메리 맥나마라 에 의해 제시되었는데(Mary McNamara) (Steiner 

그는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 에서 빈지 & Wu, 2018). (Los Angeles Times) ‘

텔레비전 을 한 시간 길이의 드라마를 에피소드 개 이상(Binge television)’ ‘ 3 , 

혹은 분 길이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개 에피소드 이상 한번에 소비하는 30 6

것 으로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언론에서는 각자의 ’ (Mary McNamara, 2012). 

논지에 맞는 개념 정의를 제공하며 몰아보기 이용 행태에 한 논의를 진행

하였는데 주로 시청하는 에피소드의 개수와 몰아보기의 중독적인 속성에 ,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Pierce-Grove, 2017). 

몰아보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측에서 자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표적인 예는 앞서 소개된 넷. 

플릭스 의 정의이다 넷플릭스는 년 월 미국에 거주하(Netflix, 2013) . 2013 11

는 성인 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온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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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용자의 가 몰아보기를 TV 73% ‘단일 TV 

시리즈의 에피소드 편을 한 번에 시청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2-6 ’

혔다 또한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한 . TV 

번에 소비하는 평균 에피소드의 편수가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2.3

하면서 몰아보기의 시청 행태가 당시의 통념과는 달리 떠오르는 경향 또는 ,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류 시청 행태이자 일반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

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넷플릭스는 년 몰아보기 스케일. 2014 ‘ (Binge Scale)’

을 발표하면서 몰아보기의 다양한 패턴과 소비의 상이 되는 표적인 시

리즈를 공개하였으며 년에는 극성팬들의 몰아보기 시청 행태를 빈지, 2017 ‘

레이스 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등 몰아보기 행위에 한 이해를 (binge race)’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티보 주식회사(DVR) 

의 자회사 티보 리서치 또한 년 월 명의 응답(TiVo Research) 2014 4 15,196

자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중 가 몰아, 91%

보기를 보편적인 시청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티보 리서치는 . 

설문 결과를 토 로 몰아보기 를 단일 프로그램의 개 에피(binge-viewing) ‘ 3

소드 이상을 연속으로 시청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 

위와 같은 산업적 정의가 시도됨에 이어 학계에서도 몰아보기의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래의 표 은 선행연구가 제시한 몰아보기의 개념, [ 1]

정의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몰아보기에 한 명확. 

한 개념 정의를 제공한 선행연구만을 포함하였으며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 

연구자가 현재까지 제시된 정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분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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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 개념의 정의 연구자

에피소드의 
개수 

단일 프로그램의 
개의 에피소드 이상을 2

단일 세션 내 시청하는 행위 
(Netflix, 2013)

Pittman &Sheehan(2015), 
한순상 유홍식 신동희, , (2016),
Panda, Satyendra C. & 

이성준Pandey(2017), (2018), 
Steiner & Xu(2018), Falayelle 
et al.(2018), Pena(2015), 
Lokhandwala (2015), 
Davis(2016), Stoldt(2013), 
Merikivi et al.(2016), 
Exelmans & Bulck(2017), 
Merikivi et al.(2017), 

정금희L Mikos(2016), (2019) 

단일 프로그램의 개의 에피소드 3
이상을 단일 세션 내 시청하는 

행위

Walton-Pattison, Dombrowski, 
& Presseau(2018), Riddle et 
al.(2018) 

단일 또는 여러 프로그램의 개3
의 에피소드 이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행위

Feijter, 
Khan, & Gisbergen(2016) 

시청량

단일 세션 내 개에서 개3 7
또는 그 이상(binge), 
의 에피소드를 (hyper-binge)

시청하는 행위

Touleau et al.(2016) 

단일 또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2
간 이상 단일 세션 내 연속적으

로 시청하는 행위
Snyder(2016)

혼합

단일 또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3
간 이상 단일 세션 내 시청하는 

행위

Winland(2015), 
Horvath et al.(2017)

회당 길이가 분에서 분에 달20 40
하는 단일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를 하루 안에 개 이상 시청하거4
나 회당 길이가 분에서 분, 40 60
에 달하는 단일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단일 세션 내 개 이2
상 시청하는 행위

Masiglat & Castronuevo(2017)

시청한 에피소드의 개수 시청, 
량 행위의 빈도 관여의 총합에 , , 

따라 정도가 
달라지는 시청 행위

Sung, Kang & Lee(2018) 

표 [ 1] 몰아보기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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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보기에 한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다수의 연구가 넷플릭스 의 정의를 그 로 또는 그를 참, (Netflix, 2014) , 

고하여 큰 차이 없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Pittman & Sheehan, 2015; 

순상 유홍식 신동희 이성, , , 2016; Panda, Satyendra C. & Pandey, 2017; 

준, 2018; Steiner& Xu, 2018; Falayelle et al., 2018; Pena, 2015; 

Lokhandwala, 2015; Davis, 2016; Stoldt, 2013; Merikivi et al., 2016; 

정금Exelmans & Bulck, 2017; Merikivi et al., 2017; L Mikos, 2016; 

희, 2019) 이는 특히 몰아보기 행위의 동기 및 심리적 요인을 탐구하는 연 

구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비단 해당 목적의 연구뿐 아니라 몰아보기에 , 

한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다수의 효과 연구에서 또. 

한 넷플릭스가 제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몰아보기의 정의를 내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의 목적 상 몰아보기의 과도성 을 강조해야 하, ‘ (excessiveness)’

는 경우 몰아보기를 시청량 으로 정의하거나 기준이 되는 에피소드의 개수, ‘ ’

를 개 이상으로 설정한다 몰아보기 행위가 시청자의 기억력 그리고 학업 3 . , 

능력에 끼치는 영향 등을 탐구한 효과 연구의 경우(Winland, 2015; 

몰아보기를 정의하는 주요 기준을 시청량 으로 설Horvath et al., 2017), ‘ ’

정하며 두 경우 모두 시청의 상을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지 않았, 

다 한편 몰아보기 행위와 중독 증상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 (Riddle et 

예상된 후회 와 목표갈등 이 몰al., 2018), (anticipated regret) (goal conflict)

아보기의 변화량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Walton-Pattison, 

의 경우 부분의 연구보다 에피소드 개수Dombrowski & Presseau, 2018)

의 기준에서 한 개가 더 많은 개의 에피소드 를 몰아보기의 기준으로 설‘3 ’

정함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몰아보기 개념의 정의가 연구 목적에 따라 ,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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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청량과 에피소드의 개수 등을 모두 개념 정의에 포함하는 혼합, 

적 정의를 제시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하여 몰아보기 행. 

위를 하는 직장인들의 동기와 몰아보기의 영향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

의 경우 몰아보기의 상이 되는 텔레비(Masiglat & Gastronuevo, 2017) , 

전 프로그램의 한 에피소드 당 상영시간에 따라 몰아보기에 한 다른 정의

를 내리고 있다 저자는 해당 정의에 해 별다른 논리를 제공하지 않았지. 

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이는 에피소드의 , 

개수만으로 몰아보기를 정의하는 것이 각 프로그램 별 러닝타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부 선행연구들은 새로이 몰아보기의 개념 정의를 제시하기도 한, 

다 몰아보기의 동기를 탐색한 성과 연구진 은 에. (Sung, Kang & Lee, 2018)

피소드의 개수만을 기준으로 몰아보기를 정의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비판하

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에피소드 개수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들인 시간량 몰아보기의 빈도 그리고 관여 의 수준의 총합, , (engagement)

으로 몰아보기의 정도를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투룰로와 연구진. 

은 미국 기반의 한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데(Trouleau et al., 2016) VOD 

이터 셋을 활용하여 몰아보기에 한 모델링을 시도하는데 몰아보기가 통, 

념과는 달리 단일한 시청 행태가 아님을 강조한다 연구진의 데이터 분석 . 

결과 몰아보기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하나는 . 

일반적인 몰아보기 로 단일 세션 내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개에“ (binge)” , 3

서 개가량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전자의 기준 이상을 시청7 . 

하는 극단적 몰아보기 로 구분되는데 몰아보기 와 극단적 “ (hyper binge)” , “ ” “

몰아보기 는 소비의 패턴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투룰로와 ” . 

연구진은 몰아보기가 반드시 순차적인 시청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이는 몰아보기 행태를 보이는 시청자들이 그렇지 않은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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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오히려 비순차적 시청을 자주 행하기 때문이다 두 연구는 모두 몰. 

아보기의 개념 정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에 제시된 개념 정의 이외에도 특히 문화연구의 영역에서 몰아보[ 1] , 

기에 한 다양한 설명이 제안되어 왔다 제너 는 현재까지 몰. (Jenner, 2017)

아보기가 편성의 자율성과 규범적인 시청 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 (the norm)’

행태로서 주목을 받아왔다고 정리했는데 특히 이용자가 편성에의 통제권을 , 

갖는 것이 몰아보기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한편 피어스 그로브. 

는 몰아보기의 중화를 야기한 제반의 디지털 기술(Pierce-Grove, 2017) , 

그리고 시청의 상이 되는 콘텐트의 내러티브와 순차성 과 연관하(seriality)

여 몰아보기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이해는 몰아보기가 성행하게 된 , 

사회문화적 배경과 몰아보기에 적합한 콘텐트의 내적 속성에 집중하는 문화

연구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제 절  선행연구의 동향   2 

몰아보기에 한 선행연구의 동향은 크게 연구 주제 및 연구 목적을 기

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의 동향을 크게 몰아보기의 . 

동기 및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몰아보기의 영향에 한 효과 연구, , 

질적 방법을 사용한 문화연구 몰아보기의 개념화 연구 이용자 데이터 셋, , 

을 분석한 모델링 연구로 분류하고 각 목적에서 몰아보기 시청 행태에 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몰아보기의 동기 및 심리적 요인의 탐색 

선행연구자들은 이용자들이 몰아보기 행위를 하는 동기를 탐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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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보기에 한 이해를 보다 넓히고자 시도하였는데 이 중 이용과 충족 ,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피트만과 쉬한. (Pittman 

은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로 몰아보기의 주요 동기& Sheehan, 2015)

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관여 심심풀이 이완, (engagement), (pastime), 

쾌락주의 교호적 측면과 미학적 동기가 축출되었(relaxation), (hedonism), 

다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동기와 몰아보기의 행위가 갖는 관련성의 정도가 . 

몰아보기의 강도와 사전계획 여부라는 이용 패턴의 차이에 달라졌다는 것이

다 판다와 연구진 은 혼합적인 연구. (Panda, Satyendra C. & Pandey, 2017)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몰아보기 동기를 탐구하였는데 그 결과 교호적 상, 

호작용 현실 도피 그리고 콘(social interaction), (escape from reality), TV 

텐트에 한 접근성 강화 동기가 몰아보기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발견

했다 특히 교호적 상호작용의 경우 이전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는 몰아보기 행위의 예측요인이다 심홍진과 김(Sung, Kang & Lee, 2015). 

기준 또한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 시청자(Shim & Kim, 2018) 

들의 드라마 시리즈 몰아보기 동기 및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 

결과 즐거움 효율성 다른 사람의 추천(enjoyment), (efficiency), 

지각된 통제 와 팬덤(recommendation of others), (perceived control)

이 가지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fandom) 5 . 

한편 몰아보기 행위의 동기 외 심리적 요인을 밝힌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순상과 연구진 은 인구통계 미디어 이용변인 몰아보기의 경험 정(2016) , , 

도 그리고 수용자의 심리적 변인 등 몰아보기 이용의도에 미칠 것으로 가, 

정되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는데 연구 결과 몰아보기에 호의적일수록 지, , 

각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몰아보기 이용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준 은 국내 드라마 시리즈물 몰아보. (2018)

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는데 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서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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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라마 몰아보기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neuroticism)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디어 이용에 있어 정서불안정성 성향이 있는 . 

개인들이 많은 경우 현실을 회피하거나 와 같은 미디어에 과다하게 몰SNS

입하여 이용하는 등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성준 에서 인용( , 2018 , 

이창훈 김정기 박미향 외 한편 자, , 2015; Kremar & Kean, 2005, , 2014). 

기효능감 과 몰아보기 행위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self-efficacy)

않았다 한순상 외( , 2016; Rubenking & Bracken, 2018; Walton-Pattison, 

Dombrowski & Presseau, 2016). 

2. 몰아보기의 영향에 대한 효과 연구 

미디어 심리학 연구 센터 의 책임자 (Media Psychology Research Center)

파멜라 루트리지 박사는 새로운 기술의 도래가 항상 도덕(Pamela Rutledge) 

적 공황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몰아보기(Goldstein, 2013). 

의 소비 행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 

화로 이용자들이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되자 TV 

주요 언론과 학술적 연구에서는 몰아보기 행위의 과도성 에 (excessiveness)

주목하며 몰아보기 행위가 특히 젊은 층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였다 몰아보기의 영향에 한 효과 연구 중 건강에의 (Matrix, 2014). 

유해성에 집중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연구자들은 몰아보기 행위가 , 

수면 전 각성을 매개로 피로 불면증 수면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하거나, , 

애착 불안 우울(Exelmans & Bulck, 2017), (attachment anxiety), 

등의 시청자 심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depression) 

리들과 연구진 은 이용과 충족 이론(Wheeler, 2015). (Riddle et al., 2018)

을 기반으로 몰아보기와 중독 증상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연구 결과의 흥, 

미로운 점은 몰아보기의 고의성 에 따라 중독 증상의 경중이 (inten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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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몰아보기가 이용자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른 .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청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

다. 

한편 몰아보기가 고립을 증 시키고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거나

몰아보기와 우울의 관계를 밝힌 윌(Lokhandwala, 2015; Winland, 2015), 

러 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 (Wheeler, 2015)

몰아보기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심층 인터뷰 결과가 제시되는 등(Feigter et 

정금희 에서 재인용 과연 몰아보기가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al., 2016; , 2019 ) 

효과만을 야기하는지에 한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는 몰아보기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함께 발견되기도 하는데

특히 몰아보기가 사회성에 끼치는 영향에 (Masiglat& Castronuevo, 2017), 

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갈리는 실정이다.

 

3. 몰아보기의 의미를 탐색하는 문화연구  

앞서 양적 방법론을 주로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봤다면 문화연구의 영역, 

에서는 새로이 부상하게 된 문화소비 행태로서의 몰아보기를 탐구하는 문헌 

검토 논문 사회정치적 맥락에(Matrix, 2014; Mikos, 2016; Snyder, 2016), 

서 몰아보기와 넷플릭스의 기능을 이해하려는 사례 연구 담(Jenner, 2016), 

론 분석을 방법으로 삼는 팬덤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시드너(Jenner, 2017) . 

의 경우 문헌 검토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몰아보기를 가능하(Snyder, 2016)

게 한 기술적 발전을 살피고 개의 서로 다른 웹 사이트에서 몰아보기용 , 18

콘텐츠로 추천된 작품 중 최종 개를 추려내 몰아볼 가치가 있는5 “

콘텐츠의 내용적 구성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다 미코스(binge-worthy)” . 

또한 기술 발전의 맥락을 강조하는데 그는 디지털로의 전환(Mikos,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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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자의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며 텔레비전과 컴퓨터 간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제너 는 텔레비전과 의 관계를 . (Jenner, 2016) VOD

탐색하면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몰아보기와 넷플릭스의 기능을 이해하려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는 몰아보기의 핵심 요인이 바로 해당 행위가 , 

방송국으로부터 사전편성된 기존의 텔레비전으로부터 분리되었(scheduled) 

다는 사실임을 강조한다. 

 

4. 몰아보기의 개념화 연구  

현재까지 진행된 몰아보기에 한 연구 중 다수가 몰아보기의 개념화 자

체 보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 관점의 동기 조사 또는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아보기의 학술적인 개념화는 진행이 더딘 ,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화의 진전을 보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성과 . 

연구진 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주 연구 목적은 (Sung, Kang & Lee, 2018) , 

몰아보기의 동기를 탐색하는 것이었지만 몰아보기의 개념화를 논하는 과정

에서 몰아보기에 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연구의 목적

임을 밝힌다. 

몰아보기 또는 극단적인 행동에 한 선행연구들은 시간량 빈도 그리고 , , 

관여 의 정도와 같은 요인들이 몰아보기의 지표가 될 수 있음(engagement)

을 제안해왔는데(Cassin & von Ranson, 2007; Fillmore & Jude, 2011, 

에서 재인용 성과 연구진 또한 함닉하는Sung, Kang & Lee, 2018 ), 

행위 즉 폭음이나 폭식과 같이 의 상이 되는 행위들에 (indulge) , “binge”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에피소드 개수를 주 요인으로 삼았던 기존의 몰

아보기의 개념 정의를 비판하고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새로이 제시한다 연. 

구진은 학교 학생들(n 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 292)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측정한 다음 응답자들이 시청한 에피소드의 개수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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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상관관계를 검증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에피소드 개수와 위의 . 

세 가지 요인의 총합을 몰아보기의 단계 로 설정‘ ’(level of binge watching)

하고 설문조사의 결과값를 바탕으로 이를 계산하여 제시한다는 것인데 그, 

들은 몰아보기의 단계 값의 평균(M 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두 집 = 9.10)

단 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한(“low vs. high level of binge watching”)

다 이는 몰아보기가 단일한 조건으로 정의되는 행위가 아니라 복수의 요인. 

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임을 이해하고 나아가 양적인 방법을 통하여 몰아보, 

기 행위의 정도를 수치화하였다는 점에서 확장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5. 이용자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연구   

한편 실제의 이용자 데이터 셋을 활용한 선행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스위스 로잔 연방공 소속의 투룰로와 연구진(EPFL) (Trouleau et al., 

은 미국 기반의 한 이용자들의 재생 데이터를 포함한 개월치 2016) VOD 16

샘플 셋을 제공받아 몰아보기 행위의 새로운 통계적 혼합 모델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데이터는 개의 유명 프로그램 타이틀, 65 TV , 3,488

명의 이용자와 총 시청 세션을 포함하며 각 세션의 평균은 분26,404 , 91.8 , 

중앙값은 분에 달한다 투룰로와 연구진은 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몰아62 . 

보기의 정의를 도출하고 이용자 특성화와 시청 패턴 분석을 진행하는데 일, 

반적인 시청 행위와의 편차를 통해 몰아보기 세션을 몰아보기 에“ ”(binge, 

피소드 개 시청 그리고 극단적 몰아보기 에피소드 개 3-7 ), “ ”(hyper-binge, 7

이상 시청 두 가지 패턴으로 구별한다)” . 

해당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게 다음과 같다 우선 몰아보기가 단일한 시. , 

청 행태가 아님을 실제 데이터 셋의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밝혔다 몰아. 

보기가 복수의 시청 행태로 세분화된다는 주장은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일

부 선행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으로(Wagner, 2016;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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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 Lee, 2018, Netflix, 2016, Pittman & Sheehan, 2015 몰아보기 ), 

행위에 한 이해의 깊이를 증진시키려는 후속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또한 순차성을 몰아보기의 핵심으로 설정한 선행연구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몰아보기 또는 (Pierce-Grove, 2017; Jenner, 2017; Pena, 2015), , 

극단적 몰아보기를 행하는 이용자의 경우 비순차적 시청을 하는 경우가 비

교적 잦게 나타난다 그러나 비순차적 패턴은 이용자가 시청한 프로그. TV 

램의 장르 또는 내용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 

해당 연구는 실제의 이용자 데이터 셋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몰아보기에 

한 보다 정확한 연구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시청자의 소비 행태를 , 

특징화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된다(Trouleau et al., 2016). 

이외에도 몰아보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적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

몰아보기와 노동시간 자택에 머무르(Feigter, Khan & Ginsbergen, 2016), , 

는 시간 등의 구조적 요인이 갖는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 이성준 저( , 2018), 

널리즘의 관점에서 몰아보기 용어의 표준화 과정을 추적하는 언론 보도의 “ ” 

내용 분석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Pierce-Grove, 2017) 

었다. 

제 절  선행연구의 한계     3 

앞선 절에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의 , 

검토에서 발견한 한계를 이론적 차원 그리고 방법론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 

제시하겠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의 한계는 크게 개념화의 문제 이론화의 . , 

문제 그리고 연구 상의 설정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방법론적 , , 

차원에서의 한계로는 측정과 표집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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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한계 1. 

개념화의 문제 (1) 

선행연구가 갖는 이론적 한계 중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개념화의 문제이

다 우선 개념화의 문제 중 첫째로 명확한 개념 정의의 부재를 들 수 있다. . 

몰아보기의 이용 행태가 학술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까지도 학자들 간 개념 정의에 , 

한 명확한 합의 또는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 

개념화를 연구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아주 드물게 진행되었으며(Meriki et 

몰아보기의 개념 정의를 확장하려는 시도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al., 2016), 

지 않았고 몰아보기의 개념화에 있어 경험적으로 밑받침되는 접근이 부족, 

했기 때문을 들 수 있다(Pierce-Grove, 2017). 

한편 몰아보기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시도했던 성과 연구진(Sung, Kang 

은 앞선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에서 밝혔듯 몰아보기를 시청& Lee, 2018)

량 빈도 관여의 정도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중 관여는 엄 히 말하, , , 

면 몰아보기 시청 행태 자체의 속성보다는 이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가까우

며 관여도가 높을 시 순차성이 높아지고 몰아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

구진의 설명은 가설에 해당된다 이는 오히려 몰아보기를 많이 하는 시청자. 

가 비순차적 시청을 자주 행한다는 타 연구의 결과와도 상충되며(Trouleau 

따라서 해당 개념은 몰아보기에 한 설명요인으로 보는 것et al., 2016), 

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몰아보기가 관습적 시청 행태로 . 

가정되는데 이는 아직 몰아보기에 한 탐색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 

관습적 몰아보기 행태를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현재의 . 

단계에서 빈도는 개념화보다는 미디어 이용 측정의 안정성 을 확보(stability)

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논의되기에 적합하다. 

둘째 몰아보기 개념의 지나친 단순화와 연구자들의 관성의 문제를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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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는 몰아보기를 단일한 시청 행태로 전제하는 . 

경우가 부분이나 경험적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 몰아보기는 단일한 시, 

청 행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의도성(Trouleau et al., 2016; Netflix, 2016), 

이나 행동적 차원 인지적 차원 등 세부적인 하위분류가 가능한 개념임이 , 

지적되었다 또한 앞서 표 에(Merikivi et al., 2016; Riddle et al., 2018). < 1>

서 제시했듯 많은 연구자들이 넷플릭스 가 제공한 정의 또는 그를 변(2013)

형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그 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태까지의 연, 

구들은 개념 정의에 한 별다른 논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Warren, 2016), 

위 과정의 반복으로 넷플릭스의 정의가 연구자들 간 모종의 합의점처럼 보

이는 하나의 경향성을 만들어냈다 이는 개념 정의에 해 연구자들이 갖는 . 

관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셋째 현재까지의 개념화는 몰아보기와 유사한 기존의 시청 행태를 뚜렷, 

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개념 정의 또는 이론적 배경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의 기존 시청 행태와 몰아보기가 갖는 차이점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본방 시청 과 비되는 개념으로 몰아보기의 속성을 (appointment viewing)

탐구했다 그러나 (Jenner, 2014; Pena, 2015; Pittman & Sheehan, 2015;). 

본방 시청은 선형적인 텔레비전 방송과 서비스와 같은 시간 이동VoD “

매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time-shifted)” 

에서 미디어 이용 행태로서 몰아보기의 차별점을 드러내주는 핵심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마라톤 시청과의 비교도 마찬가지인데. (Tukachinsky & 

마라톤 시청은 몰아보기 Keren Eyal, 2018; Matrix, 2014; Perks, 2015), 

이용 행태에 있어 족보의 상위 개념으로 오히려 몰아보기에 한 연구자의 

긍정적 태도 및 관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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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화의 문제 (2) 

몰아보기에 한 이론화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재까지 몰아보기의 , 

보편적인 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제너. (Jenner, 

는 몰아보기 자체가 고도로 개인화된 용어이자 수행이기 때문에 몰아2016)

보기를 구성하는 요인은 개인에게 각기 다르게 정의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는 연구자들에게 몰아보기를 정의하고 또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이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몰아보기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 

려는 연구가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비록 심리학적 요인과의 관계, 

를 탐구하는 것 또한 몰아보기 행위를 이해하는 주요한 관점이지만 특정한 ,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매체이용 행태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

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의 연구가 부족한 현실은 상당한 한계

로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몰아보기에 한 선행연구 가운데 나타나는 이론적 배경의 

부재이다 물론 앞서 검토한 연구들 중에서는 이용과 충족 사회 인지 이론. , , 

배양 이론 등 특정 이론 및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경우 별도의 이론에 한 논의 없이 혹은 빈약한 검토 ,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효과 연구의 경우 단순히 . 

몰아보기의 가능적 악역향을 로 가정한 확증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a priori’

비판의 상이 되었는데 이는 애초에 몰아보기가 폭(Flayelle et al., 2018), 

식 폭음과 연관된 단어인 와 시청을 뜻하는 가 결합된 역성, “binge” “watch”

어임을 미루어봤을 때 용어의 출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연구대상 선정의 문제 (3) 

현재까지 진행된 거의 모든 몰아보기의 연구는 고품질의 프로그‘ TV 

램 그 중에서도 드라마 또는 코미디 시리즈와 같이 내러티브’(quality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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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장르만을 몰아보기의 상으로 삼았다 즉 선행연. 

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몰아보기는 곧 넷플릭스와 동의어로 여겨졌다, 

실제로 몰아보기에 한 인식을 탐색한 연구한 결과 응답(Matrix, 2014). 

자들의 가 스포츠 장르는 몰아보기 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직 68% , 

쇼 만이 몰아보기의 상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TV ”

연구의 상에서 명시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네트워크를 제(Warren, 2016). 

외시킨 연구도 존재한다 이용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몰아보(Mikos, 2016). 

기의 상으로 꼽히는 것 또한 연재물 로(serialized content) (Jenner, 2017), 

국내 연구 또한 몰아보기의 상을 드라마 시리즈물에 제한하여 몰아보TV 

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및 구조적 요인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이성(

준, 2018). 

그러나 학계에서는 왜 유튜브 나 다른 콘텐츠를 몰아보기 가(YouTube) ‘

능 한 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된 바 (bingeable)’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몰기 는 (Pierce-Grove, 2017). , “ (binge)”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 어떠한 텍스트로도 가능한 행위이다TV (Jenner, 

실제로 년 부터 년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2017). 1980 2011 , 

는 독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시청 이외의 행위와도 함께 결합되“binge” TV 

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몰아보기의 이용 행태가 (Pierce-Grove, 2017). DVD

를 비롯하여 산업과 함께 성장하였다는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텔VOD , 

레비전이 컨버전스 시 에 갖는 문화적 위상과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에서 재인용 다른 유형의 콘텐트를 몰아보(Newman, 2014; Jenner, 2017 ), 

는 것은 선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프로그램이 다른 단TV 

위 콘텐트에 비하여 정당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몰아보기의 용어 및 개념이 탄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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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약 년이 흐른 지금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지형은 당시와 동일하다고 30 , 

볼 수 없다 표적으로 인 방송 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하나의 지배적. ‘1 ’

인 콘텐츠 유형으로 자리잡았고 이성근 권기창 이용자들은 새로운 ( , , 2016), 

중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를 위해 유튜브 와 같은 무료 온라인 (YouTube)

동영상 사이트를 찾아간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정의와 다르게 이용자들. , 

은 인터넷상에서 몰아보기 가능한 인 방송 및 유튜브 채널의 “ (bingeable)” 1

목록을 공유하는 등 이미 유튜브 및 유튜브의 콘텐츠를 몰아보기의 플랫폼

이자 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영상물의 이(Cullen, 2019), 

용량 시청 빈도와 같은 통계자료들이 이를 입증한다, (Omnicore, 2018; 

유튜브 는 년 컴스코어와 함Statistica, 2019; VAB, 2017). (YouTube) 2016

께 레니얼 세 (Millenials)3)의 몰아보기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

데 응답자 중 가 매일같이 몰아보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 37% , 

최근에 사용한 몰아보기의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의 전

통적인 를 선택한 응답자와 비교하여 배 많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TV 2 . 

경과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주목받는 시청 행태로서의 몰아보, 

기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방법론적 한계 2. 

측정의 문제 (1)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두드러진 방법론적 한계로는 측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을 채택하였고 몰아보. , 

3) 세 부터 세  까지를 이르는 인구통계적 집단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년   X Z , 1980

출생부터 년  중반생 또는 년  초반 출생자까지가 레니얼 세 에 포함된다90 , 2000 .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매우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 로 정치적 성향 일“ ” , , 

자리에서의 태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에 있어 이전 세 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 

것으로 여겨진다(Wikiped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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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행위를 측정함에 있어 지각된 시청 즉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활용되는 표적인 측정 도구로는 몰. ‘

아보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를 점 척도로 조사하는 페냐 의 ’ 5 (Pena, 2015)

방법이 있다 몰아보기가 고도로 개인화된 행위임을 고려했을 때. (Jenner, 

그리고 현실적으로 몰아보기에 한 통제된 실험연구를 진행하거나 2016),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각된 

시청을 조사하는 것은 몰아보기 연구에 있어 좋은 안이 되지만 어쩔 수 , 

없이 측정의 정확성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한편 이러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보완적 연구방법들

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워렌 은 설문 기반의 패널 연구, (Warren, 2016)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다이어리의 방법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언제 몇 시에 에피소드를 총 몇 편 보았는지 등 이용 현황을 매, 

일 기록하게 하였다 미디어 다이어리는 이용자의 로그 데이터만큼 정확하. 

지는 않지만 실제 미디어 이용 행위와 행위의 기록이 갖는 시간차를 최소,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표집의 문제 (2) 

표집의 문제 또한 일부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크. 

게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 

성별과 연령변인에서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양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 

살펴본 결과 연령의 경우 학생을 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았고 성별의 , 

경우 조사 상자의 이상이 여성인 경우75% (Pena, 2015; Winland, 2015; 

이상이 여성인 경우Merikivi et al., 2018), 60% (Pittman & Sheehan, 

등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2015; Warren, 2016)

었다 몰아보기가 문화소비의 한 행태로 이해되는 만큼 연령과 성별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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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표집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몰아. 

보기 경험자를 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경우 체로 몰아보기의 상을 , 

드라마와 같은 순차적인 내러티브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했기 때문TV 

에 해당 프로그램의 주 시청 성별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 선행연구 는 조사 상자의 성비를 비슷하게 (Lokhandwala, 2015)

맞추는 데 성공했으나 표본의 크기 자체가 작아 유의미한 연구 결과, (n=63) 

가 도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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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3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봤을 때 우선 몰아보기에 한 정확한 개념 ,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와 인접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추출한 변인들 시청량 시청의 연속성 그리: , , 

고 콘텐트 동질성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몰아보기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표적인 이용자 차원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 권력의 기제로 작동하는 인간의 문화적 역량을 뜻하는 개념, 

인 문화자본 그리고 시간에 한 인간의 태도를 의미하는 (cultural capital), 

시간 개념 이 몰아보기에 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time sense)

다 또는 몰아보기의 양상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문화자본의 높고 . , 

낮음에 따라 그리고 시간 개념의 단일성과 복합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 

수 있음을 가정하며 이용자 특성 변인과 몰아보기가 갖는 관계를 탐구하고

자 한다. 

제 절  몰아보기  1 

인접 개념과의 구분 경시청과 중시청 1. : 

몰아보기의 개념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우선 몰아보기와 인, 

접 개념의 구분을 통해 몰아보기가 갖는 개념적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몰아보기가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 양식의 과도한 또. TV ‘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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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이상의 시청 행태를 지칭하는 개념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몰아보, 

기의 인접 개념은 중간 또는 적당한 정도의 시청 시간량 이상으(moderate) 

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태를 뜻하는 중시청 으로 볼 수 ‘ (heavy-viewing)’

있다 몰아보기와 인접 개념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준 변수 시청량 효. , , 

과와 관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와 같다[ 2] . 

우선 기준 변수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경시청과 중시청의 기준 변수, 

는 텔레비전 시청의 절 적인 시간량으로 거브너가 년  후반 자신의 , 1960

문화계발이론 을 입증하기 위해 텔레비전 시청자를 경(Cultivation theory) “

시청자 평시청자 중시청자(light viewers)”, “ (medium viewers)”, “ (heavy 

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viewers)”

이 때 평일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평균 (Gerbner, 1980; Potter, 2014). 

시간 미만이면 경시청자 시간에서 시간 사이면 평시청자 시간을 넘기2 , 2 4 , 4

면 중시청으로 구분된다 반면 몰아보기의 경우 아직 기준 변수에 한 명. 

구분 경시청 중시청 몰아보기

기준 변수
텔레비전 

시청 시간량
텔레비전 

시청 시간량
시청 시간량,
에피소드 개수

시청량 적음 미만(2h) 많음 이상(4h ) 평균 이상

시청의 연속성 - 연속적

관여의 정도 낮음 저관여 행위( ) 보다 높음

효과 미디어의 메시지에 노출됨

긍정적 효과 몰입: 

부정적 효과 중독: , 

건강 이상 등

표 [ 2] 몰아보기와 인접 개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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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인데 기존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기준 변수, 

가 시청 시간량인 경우 그리고 연속적인 내러티브를 갖는 프로그램의 경우 , 

에피소드 개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경시청과 중시청을 구분하는 시청량이 고정된 값인 반면 몰아보기와 몰, 

아보기 이외의 시청 행태를 나누는 양적 기준에는 연구자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체로 몰아보기는 평균 이상 의 시청을 뜻하는데“ ” (Wikipedia, 

제너 와 같이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소비 2019), (Jenner, 2017)

개념으로서의 몰아보기를 탐구하는 연구들은 기존의 본방시청 즉 한 세션, 

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이용 행태와 비교했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에피소드를 순차적으로 시청하는 경우 몰아보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시청량 또는 에피소드 개수의 평균 등을 측정한 뒤 이를 기준치로 삼는 . 

경험적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용자 데이터 셋을 통한 모델링 연구, 

에서는 몰아보기를 일반적인 몰아보기 그리고 (Trouleau et al., 2016) , 

한 몰아보기로 구분하며 전자는 각 시청 세션의 길이가 평균 “heavy” 91.8

분이었으며 에피소드의 개수는 약 개의 시청 행태로 후자는 에피소드를 3 , 8

개 이상 소비하는 행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페히터와 연구진. (Feijter, Khan 

은 각 시청 세션에 소비되는 에피소드 개수의 중앙값& Gisbergen., 2016)

이 이므로 에피소드 개부터를 몰아보기의 문턱값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3.8 3

다고 주장하였다. 

시청의 연속성의 경우 경시청과 중시청은 이용자가 하루 평균 시청한 , 

텔레비전 시청 시간량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속성의 여부

가 크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몰아보기는 상위 족보 개념인 . 

마라톤 시청 부터 특정 프로그램을 단기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행태로서 “ ”

다른 개념과 차별화되었다 또한 몰아보기의 상이 되는 콘텐츠의 내러티. 

브와 순차성 을 강조하는 연구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연속성은 (seri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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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보기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경시청 중시청과 몰아보기는 효과 그리고 이용자 관여의 정도, , 

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몰아보기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분. 

은 바로 관여의 정도인데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경우 시청자가 행위의 속, 

도 지속 멈춤 되돌아감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 

한혜경 에서 재인용 그러나 몰아(Kubey & Csikzentmihalyi, 1990; , 1999 ). 

보기는 시간이동식 시청의 표적인 행태로 이용자가 직접 “ (time-shiftd)” , 

시청할 콘텐트를 선택하고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행위의 정도 속도 빈도 , , 

등을 조절한다 즉 몰아보기는 이용자가 그들의 시청 행동에 해 그전에 . , 

갖지 못했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청 행태인 것이다(Pittman & 

Sheehan, 2015). 

몰아보기의 개념 구성 2. 

앞서 살펴본 몰아보기와 인접 개념의 구분을 통하여 몰아보기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시청량 시청의 연속, , 

성 그리고 콘텐트 동질성으로 종합이 가능하다 이어서 각각의 개념 구성, . 

을 차례 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청량(1) 

미디어 이용 연구에서 시간은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특히 이용시간량 즉 이용량은 매체이용 행위에 관련한 가(amount of time), 

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자 매체이용 연구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온 지표에 

해당한다 이재현 이용량을 영상물의 시청 특히 텔레비전의 시청이( , 2015). , 

라는 행위의 맥락에 국한한 개념인 시청량은 몰아보기에 한 선행연구에서

도 중요한 개념 구성으로 활용되었다(Windland, 2015; Snyd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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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흥청망청 또는 Horvath et al., 2017). “ ”, 

폭음 폭식 을 뜻하는 또한 짧은 시간과 비되는 절 적인 양과 “ , ” “binge” 

큰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는데(Sung, Kang & Lee, 2018; Panda & 

Pandey, 2017; Pierce-Grove, 2017; Davis, 2016; Lokhandwala, 2015 

등 이는 몰아보기의 과도성 내지는 평균 이상 의 속성을 ), ‘ (excessiveness)’ ‘ ’

가려내는 데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비록 몰아보기에 한 많은 선행연구의 . 

정의가 넷플릭스 가 제공한 에피소드의 개수 기준을 따르지(Netflix, 2013)

만 이 또한 전체 시청량에서의 과도함 을 고려한 결과이며 일부 선행연구, ‘ ’ , 

는 이 지점을 비판하고 에피소드 길이에 따른 에피소드 개수의 설정이라는 

혼합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Sung, Kang & Lee, 2018). 

앞서 몰아보기와 구분되는 인접개념으로 제시한 중시청 역시 시청량을 ‘ ’ 

주 기준으로 삼는데 거브너 의 연구에 있어 텔레비전 시청, (Gerbner, 1980)

량은 미디어 메시지에 한 노출이라는 효과의 경중을 조절하는 요인이 된

다 이는 절 적인 시청량이 특히 매체이용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유용함. 

을 보이는 표적인 사례인데 몰아보기 행위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 

효과를 탐구하는 선행연구 또한 에피소드 개수가 아닌 시청량을 기준으로 

삼았다(Windland, 2015; Horvath et al., 2017). 

또한 시청량은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나타나는 일차적인 행위의 

설명변수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구성이기도 하다 심미선 외( , 

2004). 

시청의 연속성  (2) 

시청의 연속성 은 본 연구에서 연속성의 하위 범주 중 시간의 (continuity)

연속성을 뜻하며 몰아보기의 개념을 설명하는 구성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 

사용되었다 이는 몰아보기에 한 일반적인 정의가 단일 세션 내 쉬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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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수의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등 빠른 연속성을 갖는 시청행위라는 점을 ) 

미루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속성의 개념은 몰아보기를 정의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인데 이는 , 

몰아보기의 상위 족보 개념인 마라톤 시청 에서부터 두드러진 속성이다“ ” . 

앞서 몰아보기 개념의 등장에서 소개했듯 몰아보기의 원조 격인 마라, TV 

톤은 년  방송사가 자사의 콘텐츠에 한 활용도를 극 화하기 위해 활90

용한 편성 전략의 하나다 예를 들면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특정한 날짜를 . , 

선정하여 그 날이 파일의 날 임을 사전공지하면 시청자는 하루 종일 “X ” , 

텔레비전 앞에 앉아 케이블에서 방영해주는 파일 의 에피소드를 차근차“X ”

근 연속 시청하는 식이다 또한 연속성 개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의 개념화. 

가 주로 방송국의 편성을 따르는 기존의 본방 시청 과 (appointment viewing)

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몰아보기를 다룸에서도 드러난다(Jenner, 2014;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이용자Pena, 2015; Pittman & Sheehan, 2015). 

들이 전통적인 텔레비전 방송의 선형적 일방향적 모델에서 벗어나게 된 기, 

술발전적 맥락에 주목한다는 점인데 몰아보기의 중화가 디지털 녹화 기, 

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활성화과 같은 시간 이동 매체VOD “ (time-shifted)” 

의 시 가 열림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청자가 마라톤 날짜를 기다리‘TV ’ 

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정을 조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원, 

하는 만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다만 연속성을 순차성 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순차성은 엄(seriality) , 

하게 말하면 연속성의 하위 범주 중 내용적 연속성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매체이용 자체의 구성을 논의하는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다. 



- 34 -

콘텐트 동질성(3) 

콘텐트 동질성은 몰아보기에 한 선행연구의 정의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속성으로 기존의 텔레비전 시청에 비해 증 된 이용자의 통제권, 

을 강조한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는 몰아보기의 상. 

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는데(Pittman & Sheehan, 2015; Pena, 2015; 

Walton-Pattison, Dombrowski & Presseau, 2018; Riddle et al., 2018 

등) 이는 기존에 몰아보기가 적용되던 콘텐트가 드라마 시트콤 등 프, , TV 

로그램이 같은 순차성 내지는 내러티브를 갖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몰아보기 정의의 기준을 단일 또는 복수의 프로그램 으로 보다 유동적‘ ’

으로 설정한 선행연구도 보였는데(Feijter, Khan & Gisbergen, 2016; 

해당 연구들의 특Windland, 2015; Snyder, 2016; Horvath et al., 2017), 

징은 몰아보기를 정의하는 다른 기준을 시청량 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에피‘ ’

소드의 순차성을 강조하거나 단일 프로그램의 시청에 주목하기 보다는 전체

적인 노출의 양을 중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단일 프로그램 . 

또는 단일 혹은 복수 프로그램의 두 경우 모두 이용자가 시청하는 프로그램

의 장르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몰입 미학적 추구와 같은 몰아보기의 동기 및 효과를 고려했을 때, , 

동질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몰아보기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몰아(Pittman & Sheehan, 2015). 

보기 행위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정신적 시간적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 

이용자는 이러한 몰아보기를 완전한 몰입과 높은 품질의 시청 경험을 위하

여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몰아보기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몰. 

입은 동질적인 콘텐츠의 연속을 필요로 하고 콘텐츠가 주는 내용과 분위기, 

가 급격히 전환되는 이질적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의 완전한 집중과 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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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몰아보기의 요인을 축으. 

로 이론적인 가정을 종합하면 그림 과 같다[ 1] . 

제 절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몰아보기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은 매체이용을 이해함에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설명요인이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몰아보기의 . 

관계를 보면 성 변인이 큰 설명력을 갖는데 특히 여성임은 장시간 몰아보, 

기의 예측변인이기도 하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Pittman & Sheehan, 2015). 

를 통해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이 과도하게 많이 표집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표집 과정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체적으로 문화, 

소비의 주 계층이 여성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몰아보기. 

그림 [ 2] 몰아보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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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라마 시트콤과 같은 형식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위로 좁게 정TV , 

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연령 변인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모두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요인으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이용을 이해함, 

에 있어 연령이 갖는 예측력은 상당하다 물론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 

년층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의 상승폭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몰아보기의 행위 또한 서비스를 통하여 , 2019) VOD, OTT 

전 연령 로 확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 Z

세  또는 레니얼 세 의 이용률과 중장년층의 온라인 매체 이용률은 절

적인 차이가 있으며 현재 몰아보기의 표적인 플랫폼으로 언급되고 있는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됨을 고려했을 , , 

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격차 또는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연령 간 격차, 

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 교육 수준 학력 직업 유형   , ( ), 

등이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와 관련되는 요인으, , 

로 이해된다 특히 매체이용에 있어서 인터넷 초고속망과 같은 기술적 접. , 

근성은 매우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첨단기술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 

것은 양질의 정보 및 경제적 자본과 직결된 문제로 이는 곧 사회의 불평등, 

을 야기할 수 있다 김은미 정화음( & , 2007). 

제 절  문화자본 및 시간개념과 몰아보기3 

문화자본과 몰아보기1. 

앞서 이론화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사회문화적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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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요인으로 몰아보기를 설명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 

몰아보기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 

는 이에 한 하나의 제안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 가 개(Bourdieu)

념화한 문화자본 을 제시하고자 한다‘ (cultural capital)’ . 

부르디외는 자본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작동하고 동

원되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하였는데 한주리 강태완 표적인 자( & , 2006), 

본의 형태로는 경제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이 있다 이 중 문화자, , . 

본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문화적 활동 문화적 가치와 능력의 불평등, 

한 분배를 의미한다 박명진 이재현 에서 재인용( , 1989, p.123; , 1993 ). 

문화자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째는 개인이 품위, , 

세련됨 교양으로 불리는 활동을 직접 행하여 체득화고 내면화함을 의미하, 

는데 체화된 상태 의 문화자본 둘째는 경제자본을 이용하여 (embodied state) ,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의 문화자본 그리고 (objectified state) , 

셋째는 학위나 자격증과 같은 제도화된 상태 의 문화(institutionalized state)

자본이다 한주리 강태완 위의 세 가지 형태를 고려했을 때 문화( & , 2006). , 

자본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적 활동 금전적 , 

또는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화시설의 보유정도 그리고 문화의 향유를 , 

위한 능력을 배양해주는 교육수준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재현( , 

흥미로운 점은 부르디외의 세 자본 간 관계가 상당히 접하게 엮여1993).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자본은 궁극적으로 경제자본 혹은 물질적인 자원. 

으로 변형가능한 자본인데 이는 지배적인 경제계급 또한 결(transformable) , 

국 그들의 정통성을 강제하고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징적 자원을 생산

하는 계층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Garnham & Williams, 1986).  

그렇다면 문화자본과 몰아보기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우선 몰아보기? 

와 큰 연관을 갖는 텔레비전 이용과 문화자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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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문화자본이 시청량과 시청의 패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문화자본이 상 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 상 적인 비, 

용이 적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 한 의존 정도가 높아졌다 이재현( , 

1993). 

앞서 몰아보기의 개념 구성에서 소개한 콘텐트 동질성과 문화자본 사이

의 연관성을 드러낸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문화자본과 미디어 이용 사. 

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문화자본이 미디어 장르 이용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지식 격차 가설, (knowledge gap 

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논의하였다 노창희 성동규hypothesis) ( & , 2015). 

두 입장은 모두 국내연구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전범수와 이상길, 

은 자본총량이 적은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영화장르선호가 (2004)

부분 동질적이었음을 밝혔으며 김은미와 정화음 은 문화자본의 형, (2007)

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정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

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의 양상이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그 차이는 매체의 . 

종류와 이용량 그리고 이용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주목할 만, , 

한 지점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청시간과 인터넷 이용TV

시간은 감소하였고 그 이용에 있어서도 학습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자본이 높은 이용자의 경우 같은 유튜브 플랫. 

폼을 이용하더라도 보다 콘텐트 이질적인 시청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

한다. 

결국 문화자본이 텔레비전 시청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이용에 있어서 이

용 시간량 콘텐트 동질성을 포함한 이용 패턴 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가정했을 때 몰아보기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의 , 

맥락에 적용했을 시의 결과는 자본의 증  차원에서 온라인 매체가 갖는 역

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만약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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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면 유튜브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또 하나의 문화적 

매체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는 것이며 만약 반 의 결과가 나타, 

난다면 해체의 매체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연구 .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문화자본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

기 행위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시간개념과 몰아보기2. 

에드워드 홀 은 문화권에 따라 시간에 한 태도가 상이T. (Hall, 1976)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시간개념 으로 종합되는 독특‘ (time sense)’

한 틀을 제공한다 홀 에 따르면 시간은 단일시간. (Hall, 1976) “ (monochronic 

과 복합시간 으로 구분되는데time, M-time)” “ (polychronic time, P-time)” , 

전자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고 한 번에 한가지의 일에 집

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 

의미한다 홀에게 시간은 소리 없는 언어 로 개념화되며. ‘ (silent language)’ , 

이 때 시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시간적으로 조직화하는 기제로 곧 해당 

사회체계의 기반이 된다 이재(Lindquist & Kaufman-Scarborough, 2007; 

현, 1996).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개념과 매체이용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 이재현 은 홀의 시간개념을 텔레비전 시청에 적용한 브라이스? (1996)

의 시청패턴 연구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시청 패턴을 단일시(Bryce, 1987) ‘

간적 시청 과 복합시간적 시청(monochronic viewing)’ ‘ (polychronic 

으로 새롭게 구분한다 여기서 단일시간적 시청 과 비교했을 때 viewing)’ . ‘ ’

복합시간적 시청 은 비교적 비 무 계획적이며 동시적 행동 중 하나로 발생‘ ’ ( ) ,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시간개념이 시청자의 집중도 내지 참여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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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재현 이는 특히 현( , 1996),  

재 온라인 매체 환경의 특성상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시청 콘텐트의 내용과 

시청의 패턴 행위의 강도 등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매체이용, 

의 경우 오히려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시청에 비해 시간개념이 개입할 수 있

는 여지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개념과 몰아보기의 관계를 암시하는 선행연구 또한 존재한다 레프. 

와 연구진 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복수의 매체를 동시(Lepp et al., 2019)

에 이용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뜻하는 멀티태스킹 과 복합시간성 간의 관계(multi-tasking)

를 탐색하였는데 연구 결과 복합시간적 성향을 보인 연구 상자들은 자신, 

들의 멀티태스킹에 해 강한 조절력을 보였다 또한 몰아보기의 다양한 동. 

기를 알아보기 위한 개방형 설문의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몰아보기를 자신, 

의 멀티태스킹의 배경행동 으로 행하고 있음을 발견“ (background activity)”

할 수 있었다(Wagner, 2016).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용자의 성향 및 시간개념은 텔레비전 시청과 비

롯한 기타 매체이용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반. 

적인 시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몰아보기에 적용할 

경우 시간개념은 더욱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 

연구의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합시간적 시간개념을 갖는 이용자. 

는 단일시간적 시간개념을 갖는 이용자에 비해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를 

비교적 많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시청량과 연속성의 측면에서 .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개념을 유튜브 몰아보기에 영향을 . 

줄 수 있는 이용자 특성 중 하나로 설정하고 시간개념이 유튜브를 통한 몰

아보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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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문제     4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 상을 확장 적용하여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몰아보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데(YouTube) , 

이는 몰아보기 라는 매체이용의 행태에 한 개념을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 ’

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다 이용자 창작 콘텐츠. (User 

등의 새로운 중문화 형식은 이미 몰아보기의 상으로 Created Contents)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유튜브 이용행태에 한 통계자료 등으로 ,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몰아보기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튜. , 

브 이용자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얼마나 같은 콘텐트를 시, , 

청하는가 둘째 유튜브 몰아보기를 하는 이용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 

즉 이용자 특성에 따라 몰아보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위와 같은 , ? 

질문에 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몰아보기의 관점에서 유튜브 

이용 행태를 분석함과 더불어 앞서 논의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화자본, , 

시간개념을 주요한 이론적 개념으로 삼고 그것이 몰아보기의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 1]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량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 1-1] 유튜브 이용자들의 일평균 시청량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 1-2] 시청량은 이용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화자본 ( , , 

시간개념 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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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 2] 유튜브 이용자들은 얼마나 연속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가? 

연구문제   [ 2-1]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연속성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 2-2] 유튜브 중시청자의 시청 연속성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 2-3] 시청 연속성은 이용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화 ( , 

자본 시간개념 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 ) ? 

연구문제 [ 3] 유튜브 이용자들은 얼마나 동질적인 또는 이질적인 장르의 , 

콘텐트를 시청하는가               ? 

연구문제   [ 3-1] 유튜브 이용자들의 장르 동 이 질성은 어떻게 되는가( ) ? 

연구문제   [ 3-2] 유튜브 중시청자는 장르 동 이 질성은 어느 정도인가 ( ) ?

연구문제   [ 3-3] 장르 동 이 질성은 이용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 ( ) ( , 

화자본 시간개념 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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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방법4 

제 절  분석자료   1 

연구대상의 선정1. 

앞서 연구문제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몰아보기를 연구 상으로 삼고 이용자의 유튜브 이용 기록을 (YouTube) , 

수집한 국내 여론조사기관의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의 결과를 도

출하고자 한다.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이론적으로 몰아보기는 프로그램 이외의 그 어떠한 텍스트로도 가, TV 

능한 행위이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 및 유튜브의 콘텐츠를 (Jenner, 2017). 

몰아보기 가능한 공간 또는 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의 인“ (bingeable)” 

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몰아보기를 주제로 현 시점까(Cullen, 2019). 

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부분은 비교적 제한적인 고품질의 프로그램‘ TV 

과 그에 한 시청 행태만을 연구의 상으로 삼았으며 스포(quality TV)’ , 

츠의 시청이나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시청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다(Warren, 2016; Mikos, 2016). 

둘째 이론적 가능성 또는 이용자들의 인식 외에도 몰아보기의 구성 개, 

념을 유튜브의 실제 이용행태에서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시청량의 경우가 . 

매우 두드러지는데 유튜브는 년 기준 자사 서비스 이용 통계를 발표하, 2018

며 평균적인 유튜브 시청 세션의 길이가 약 분에 달했고 이는 매년 40 , 50%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미국 레니얼 세 의 월간 유튜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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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간은 텔레비전 분 에 이어 위 분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5,400 ) 2 (1,163 )

다 실제로 유튜브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또한 시(VAB, 2017). 

청시간 그 중에서도 시청시간 인데(watch time), (Average View Duration) , 

이는 유튜브의 알고리듬이 이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량을 증

가시키기 위함에 있음을 보인다 오세욱(Gielen & Rosen, 2016; , 2019). 

몰아보기의 개념 구성 중 콘텐트의 동질성과 연속성에 한 암시도 찾아

볼 수 있다 콘텐트 동질성의 경우 유튜브의 이용자 참여적 문화를 또한 들 .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관심주제에 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플레이리스트 , 

등을 직접 생성하여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취향을 공유함으로써(Shifman, 

몰입 가능한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는2011) 

다 연속성의 경우 유튜브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 , 

시청하고 있는 영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추천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다음 ’

동영상의 자동 재생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문제제기의 넷플릭스 예시에서’ , 

도 확인할 수 있듯 몰아보기의 개념 구성 중 하나인 연속성의 의도로 해석

할 수 있다.  

두 가지 근거를 종합해보았을 때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 행태는 충분, 

히 연구 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몰아보기의 개념에 한 포괄적이고 일

반화된 정의를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소득수준의 인터. 

넷 이용자 이상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고려했을 때80% 

유튜브는 충분히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에도 적(Statistica, 2019), 

합한 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의 선정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고 몰아보기라는 문화양식의 소비 행태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

함으로써 확장적용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또한 본 연구는 타 매체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을 분석의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유튜브의 전체 시청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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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비율이 이상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적합한 선정이라고 볼 70% 

수 있다(YouTube, 2019). 

분석자료의 특성 2. 

본 연구는 국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년 월 일부터 2019 11 1

년 월 일까지 총 일간 보유 패널들의 유튜브 이용 2019 12 15 45 (YouTube) 

기록을 수집한 로그 데이터와 수집기간 내 유튜브 이용 기록이 있는 패널을 

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이론. 

적 배경에서 논의한 문화자본 시간개념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측정, , 

하였고 응답자는 총 명을 기록하였다, 285 . 

조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로그 데이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자료. 

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총 명의 이용자 데이터로 포함된 미디어 이용 285 , 

이벤트 수는 유튜브 어플리케이션를 통한 이용 데이터 건 유튜브 153,801 , 

웹사이트를 통한 이용 데이터 건으로 총 건이다 여기서 미16,428 170,229 . ‘

디어 이용 이벤트 는 이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미디어 콘텐츠를 특정’

한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개별적인 계기를 뜻한다 이재현 즉 해당 ( , 2015). , 

자료에 따르면 수집 기간 내 유튜브를 이용한 명의 개별적인 이벤트가 285

총 건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170,229 . 

본 자료로부터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 , 

이용 이벤트의 방문 지속시간 이다 이는 시청 시작점과 시청 (visit duration) . 

완료점까지의 지속 을 의미하는 지표로 시청량을 측정하기 위한 (duration)

주요 기준이 된다 둘째 방문 시각 과 방문일자 를 . , (visit time) (search date)

통해 시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문 시각은 방문 지속시간과 . 

더불어 시청의 연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정보가 된다 셋째 콘텐트 제. , 

목 을 통해 시청한 콘텐트의 장르 및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content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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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몰아보기의 개념 구성 중 장르 동질성 을 측‘ ’

정하기 위한 주요한 정보로 별도의 코딩을 통해 장르 데이터로 변환이 가, 

능하다 이외에도 미디어 이용 이벤트의 개별 아이디 및 패널 아이디를 포. 

함한 기본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며 이벤트가 발생된 기기 유형, (divice 

또한 명시되어 있어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기타 기type) ( , / , PC, ) 

기별 이용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이용 이벤트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미디어 이용 이벤트에서 시청 이벤트 를 별도, ‘ ’

로 분류하였다 시청 이벤트란 실제 유튜브 콘텐트를 시청 했다고 판단이 . ‘ ’

가능한 수준의 방문 지속시간을 보유한 이벤트를 의미한다 시청의 기준은 . 

유튜브가 광고의 조회당비용 산정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설정한 기준(CPV) 

을 따라 초로 확정하였고 초 이상의 방문 지속시간을 보유한 데이터만30 , 30

을 분석 상에 포함하였다 수집 방법상의 최  시간까지 기록되었다 또. 3 . 

한 새벽 시청의 연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일의 기준은 해당일의 시부터 06

익일 시 총 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전 탐색 과정에서 응답자의 이06 , 24 , 

탈이 의심되는 마지막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의 데이터는 3 (12 13 , 12 14 , 12 15 )

분석 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거쳐 확정된 본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 

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 2019 11 1 2019 12

월 일까지 총 주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초 이상의 시청 지속시간을 12 6 30

기록한 총 건의 유튜브 시청 이벤트와 해당 기간 내 회 이상의 시청 54854 1

이벤트를 기록한 이용자 총 명의 설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248 . 

로그 데이터 및 설문 데이터의 인구학적 속성에 따른 응답자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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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KISDI)

년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2019 . 

사는 년 기준 만 세 이상 가구원 명을 상으로 진행된 미디어 2019 6 9,332

이용 다이어리 데이터로 해당 패널들의 일치 응답 데이터를 포함한다 미, 3 . 

디어 다이어리의 이벤트 측정 단위는 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15 , 

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매체의 시간량의 경우 실제보다 과  측정될 수도 있

음에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원 데이터 중에서도 동. 

일 연령 의 시간 별 매체 데이터 그 중에서도 가정용 스마트폰 이용 , TV, 

데이터만을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속성 응답자수 명( ) 응답자비율(%)

성

남성 123 49.6

여성 125 50.4

연령

대20 91 36.7

대 이상30 157 6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포함( )
57 23.0

대학교 졸업 이상 191 77.0

가구소득

만원 미만600 183 73.8

만원 이상600 65 26.2

계 248 100.0

표 [ 3] 설문 및 로그 데이터의 응답자 분포(n=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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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측정 도구    2 

몰아보기 변인의 측정1. ‘ ’ 

시청량(1) 

시청량 변인의 측정은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지속시간 주당 시청일수 , , 

총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3 . 

일평균 시청량a.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일평균 시청량의 조작적 정의는 이용자별 일평균 이

용시간량 으로(amount of time) , 이용자별 유튜브 시청 이벤트의 방문 지속

시간 의 총합을 구한 다음 총 분석 기간일수인 일 총 (visit duration) 42(42 , 6

주 를 나눈 값을 뜻한다 이용시간량은 이용률과 더불어 매체 분석에 있어 ) .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 일평균 시청량의 많고 적음은 , 몰아보기

의 과도한 속성을 가려내는 데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excessive)’ .

주당 시청일수 b. 

주당 시청일수의 조작적 정의는 이용자별 주 평균 유튜브 시청일수이다. 

여기서 주 란 한 주 즉 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청일수는 이용자별 분석기‘ ’ , 7 , 

간 내 시청 이벤트가 기록된 날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총 주간의 로. 6

그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당 시청일수는 이용자별 총 시청

일수를 계산하여 을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6 . 

이벤트당 지속시간 c.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조작적 정의는 개별 이벤트의 방문 지속시간이다.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이용자 와 이벤트 두 가지의 분석 단(n=248) (n=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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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가질 수 있는데 분석 단위가 이용자인 경우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이, 

용자별 방문 지속시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해당 변인은 이용자 단위의 분석. 

에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하나의 이벤트 즉 한 건의 시청 이벤트 당 평균적, 

으로 얼마나 길게 시청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인이며 이벤트 단위의 , 

분석의 경우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 장르별 시청량 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전체 이용시간량을 의미하는 총 시청량 전체 유튜브 시청 이, 

벤트 수를 의미하는 총 이벤트 수의 지표가 이용자 및 이벤트 분석에 사용

되었으며 앞서 밝힌 시청량의 가지 중심적인 변인과 더불어 시청량 측면, 3

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

되었다. 

시청 연속성(2) 

본 연구에서 연속성은 이용자별 일평균 시청 연속성을 의미한다 시청 . 

연속성은 이론적으로 이용자가 시청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시청한 정도를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분석 기간 내 발생한 일일 , ① 

총 이벤트 수 시청 중단 횟수 두 지표를 구하여 , ②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청 

중단 횟수 즉 총 이벤트 수에서 을 제한 값 비 실제 발생한 시청 중단 , 1

횟수를 역으로 표준화하여 계산하였다 시청 중단의 기준은 연구자의 판단 . 

하에 휴식시간이 분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행 이벤3 , 

트의 종료 시점과 후행 이벤트의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 간극을 의미하는 

휴식시간 의 통계치와 분포를 고려하였다 시청 연속성을 구하는 구(interval) . 

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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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연속성 ! "#$가능한시청중단횟수
시청중단횟수

콘텐트 동질성  (3) 

본 연구에서 콘텐트 동질성은 곧 유튜브 콘텐트의 장르 동질성을 뜻한  

다 장르 동질성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장르 동질. . 

성은 장르의 집중도 분석지수 또는 다양성 지수로 주로 사용(concentration) 

된 허핀달 허쉬만 지수 지수를 변용한-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는 분류된 각 항목의 비율을 제곱한 것의 합. HHI

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딩된 장르별 이용자가 시청한 이벤트 , 

수에서 전체 이벤트 수를 나눈 값을 제곱한 결과의 총합을 뜻한다. 

장르동질성 ! %
&!"

'

($전체시청이벤트수
장르&의시청이벤트수

)*

분석의 상인 원 로그 데이터는 구체적인 장르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르 동질성 분석에 앞서 장르의 분류 및 코딩 작업

을 진행하였다 우선 가장 먼저 장르의 소분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튜. , 

브의 콘텐츠 분류 체계인 유튜브 카테고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총 개의 15

장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분류는 공민영과 안현철 의 연구. (2020)

를 참고하여 총 개의 장르로 구분하였으며 중분류는 앞선 두 분류 체계에 3 , 

따라 개념적으로 총 개의 장르로 분류하였다 장르 동질성 분석은 중분류10 . 

를 제외한 분류와 소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장르의 분류 .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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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포함한 인의 평가자는 로그 데이터에 기록된 콘텐트 제목2 ‘

을 통하여 유튜브 검색 등의 방법으로 실제 콘텐트를 확인한 (content title)’

후 코드북에 따라 연구자의 분류체계에 가장 가까운 소분류 장르를 코딩하

였다 평가자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연구자는 무작위 표집을 통해 건의 . 200

표본을 추출하였고 이를 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평가자간 일, 

치도는 코헨의 카파 값은 로 상당히 높은 수치99%, (Cohen’s Kappa) 0.989

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건 중 건의 불일치를 보였는데 유튜브의 콘. 200 2 , 

텐트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비정형화 된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코딩을 진행

하기 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다수의 사전 미팅 및 교육과 충분한 협

의 과정을 거쳤음을 밝힌다 코딩 과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코드북을 부록. [

에 첨부한다2]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성 장르

 (Information 

genre)

교육 교육 

시사 정치 금융/ / 시사 정치 금융 재테크 / , /

과학 기술/ 과학 기술 /

혼합 장르 

(Composite genre) 

생활정보 뷰티 패션 생활정보 / , 

문화 문화 종교/

엔터테인먼트 장르

 (Entertainment 

genre)

영화 드라마/TV 영화 드라마/TV 

유머 오락/ 유머 코미디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  

음악 음악 

인물 브이로그/ 인물 브이로그 동물/ , 

표 [ 4] 유튜브 장르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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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의 측정    2. 

본 연구에서는 최샛별과 이명진 의 문화자본 측정 척도를 사용하  (2013)

였다 최샛별과 이명진은 디마지오 의 문화자본 지수체계. (DiMaggio, 1982)

와 지표를 한국 사회에 적합하게끔 수정 보완하여 한국 사회에 맞는 문화, 

자본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문화자본의 하위요인을 차례로 문화소양 문화활, , 

동 문화지식으로 설정하였다 문화소양 변인은 문화자본의 태도 측면, (2013). 

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각 문항별 태도를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5

으며 문화활동은 문화자본의 활동 측면으로 각 문항별 활동을 얼마나 자주 , 

하였는지를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지식은 음악5 . , 

미술 문학 장르에서 각각 유명한 작품들을 제시한 후 모른다 안다 를 각, ‘ ’, ‘ ’

각 의 숫자로 측정하였으며 후에 순서 로 로 재코딩하였“1”, “2” , “0”, “1”

다. 

문화자본 변인의 측정 문항이 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를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문화자본의 각 하위요인에 한 측정 reliability)

항목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소양 , 문화활동( = 0.92), ( = ⍺ ⍺

문화지식 모두 높거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0.86), ( = 0.92) . ⍺ 실

제 분석에서는 하위요인별 총점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각 요인의 상 하 집, 

단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화자본의 하위요인별 측정 도구와 문. 

항 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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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세부 항목 문항
크론바흐의 
알파값( )⍺

문화소양

문화소양

나는 문화적 소양이 깊다

 0.86
나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졌다

나는 높은 미적 기준을 가졌다

나는 최신 문화 트렌드를 잘 파악한다

문화직업

태도

선호도( )

클래식 음악가 성악 기악 작곡 등( , , )

 0.83
작가 시인 소설가 등( , )

미술가 화가 조각가 등( , )

무용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 , )

문화활동 

태도

미술 전시회 관람

 0.85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공연 관람/

문학작품 읽기

연극 관람

뮤지컬 관람

무용 공연 관람 발레 현대무용 등( , )

문화활동 -

미술 전시회 관람

 0.86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공연 관람/

문학작품 읽기

연극 관람

뮤지컬 관람

무용 공연 관람 발레 현대무용 등( , )

표 [ 5] 문화자본의 측정 문항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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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개념의 측정  3. 

본 연구는 시간개념의 측정을 위해 린퀴스트와 카우프만 스카보로우  -

의 단일시간적 복합시간적 경(Lindquist & Kaufman-Scarborough, 2007) -

향 스케일 을 사용하였다 의 구체적인 항목은 나는 동시에 (PMTS) . PMTS “

두 개 또는 그보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보통 동시에 ”, “

두 개 또는 그보다 많은 활동을 한다 동시에 두 개 또는 그보다 많은 활”, “

동을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나는 동시에 ”, “

하나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활동을 ”, “

요령껏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좋다 총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며 점 리커” 5 , 7

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매우 동의 부터 매우 동의하(Likert) “ ” “

지 않음 의 척도 중 자신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시간개념의 ” . 

문화지식

음악지식

사계 위모레스크 녹턴, , ,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메시아 선상의 아리아, G , ʻʻ ʼʼ ʻʻ ʼʼ
마술피리 엘리제를 위하여, , ʻʻ ʼʼ ʻʻ ʼʼ
호두까기 인형 평균율 왼손을 , , ʻʻ ʼʼ ʻʻ ʼʼ ʻʻ
위한 피아노협주곡 랩소디 인 , ʼʼ ʻʻ
블루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 ʼʼ ʻʻ ʼʼ
즉흥환상곡 두 개의 아라베스크, , ʻʻ ʼʼ ʻʻ ʼʼ

운명ʻʻ ʼʼ

 0.79

미술지식

해바라기 비너스의 탄생 만종, , ,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천지창조 모나리자 절규, , ,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아비뇽의 아가씨들 키스 피리 , , ʻʻ ʼʼ ʻʻ ʼʼ ʻʻ
부는 소년 눈 내리는 마을, , ʼʼ ʻʻ ʼʼ
카니발 거인 밤의 카페, , ,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레스타크의 집 테라스에서, ʻʻ ʼʼ ʻʻ ʼʼ

 0.80

문학지식

토지 광장 소나기 태백산맥, , , ,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한 여름 밤의 꿈 파우스트 안나 , , ʻʻ ʼʼ ʻʻ ʼʼ ʻʻ
카레리나 신곡 죄와 벌 변신, , , , ʼʼ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마담 보바리 양철북 꿈의 해석, , , ʻʻ ʼʼ ʻʻ ʼʼ ʻʻ ʼʼ

자본론 감시와 처벌, ʻʻ ʼʼ ʻʻ ʼʼ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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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 간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Cronbach’s alpha) 

0 로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938 .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요인4. 

본 연구는 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 변인에 더해 최샛별과 이  

명진 이 사회적 위계를 보여주는 응답자의 배경 변수로 사용한 연령(2012) , 

학력의 변수를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 변인은 남성인 경우 . 

여성인 경우 로 코딩했으며 연령은 만 나이로 조사 상자 에게 직“0”, “1” , 

접 기입하게 한 뒤 만 세부터 세는  로 만 세부터 세는 20 29 20 “0” , 30 40

 이상 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조사 상자 본인의 최종학30 “1” . 

력을 묻고 고등학교 졸업 학 재학 포함 이하는 로 학교 졸업 이‘ ( )’ “0” , ‘ ’ 

상은 로 재코딩하였다 문화자본 시간개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1” . , , 

설문지는 부록 에 첨부하였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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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5 

제 절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1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의 분포와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시청량의 하위 변. 

인은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지속시간 주당 시청일수이며 시청 연속성 , , 

변인은 단일하고 장르 동질성의 경우 장르 분류와 소분류에 따른 동질성 , 

점수를 각각 계산하였다 문화자본의 하위 변인인 문화소양 문화활동 문화. , , 

지식은 각 변인별 측정 문항에 한 응답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시, 

간개념 역시 측정 문항에 한 응답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변. 

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평균 시청량 분( ) 29.09 44.53 0.01 234.55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5.38 3.69 0.60 38.58

주당 시청일수 일( ) 3.04 2.30 0.17 7.00

시청 연속성 0.23 0.20 0.00 0.81

장르 동질성 소분류( ) 0.37 0.23 0.11 1.00

장르 동질성 대분류( ) 0.76 0.20 0.34 1.00

문화소양 41.93 9.69 22 65

문화활동 13.61 4.81 6 27

문화지식 25.04 8.72 9 45
시간개념 20.11 5.82 6 35

표 [ 6]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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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5, **p<0.01

1 2 3 4 5 6 7 8 9

1. 일평균 시청량 1.00

주당 시청일수2. .76** 1.00

이벤트당 지속시간3. .29** .18** 1.00

시청 연속성4. .77** .93** 0.10 1.00

장르 동질성 소분류5. ( ) -.33** -.48** 0.08 -.45** 1.00

장르 동질성 대분류6. ( ) -.17** -.21** 0.04 -.16** .53** 1.00

성7. -0.06 -0.10 0.10 -.11* .24** .20** 1.00

연령8. -.23** -.28** -0.04 -.25** .24** -0.00 -0.05 1.00

학력9. -.22** -.19** -0.01 -.24** .15* 0.05 0.03 .32** 1.00

표 [ 7] 주요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상관관계표

1 2 3 4 5 6 7 8 9 10

일평균 시청량1. 1.00

주당 시청일수2. .76** 1.00

이벤트당 지속시간3. .29** .18** 1.00

시청 연속성4. .77** .93** 0.10 1.00

장르 동질성소분류5. ( ) -.33** -.48** 0.08 -.45** 1.00

장르 동질성대분류6. ( ) -.17** -.21** 0.04 -.16** .53** 1.00

문화소양7. -0.04 -0.02 0.09 -0.01 0.02 0.06 1.00

문화활동8. -0.03 -0.03 -0.04 -0.01 0.01 0.09 .70** 1.00

문화지식9. -0.04 -0.05 -0.02 -0.05 0.03 0.13* .58** .46** 1.00

시간개념10. -0.11 -0.07 0.01 -0.09 -0.00 0.53 .33** .25** .24** 1.00

표 [ 8] 주요 변인과 문화자본 및 시간개념의 상관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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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시청량2 

일평균 시청량1.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석(1) 

본격적인 시청량 분석에 앞서 본 자료에서 유튜브 시청의 양적 측면의 

분석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이벤트당 지속시간 변인을 살펴보겠

다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분석단위는 이벤트 로 조작적 정의는 개. (n=54854) , 

별 시청 이벤트의 지속시간이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하나의 이벤트 즉 하. , 

나의 시청 건수 당 얼마나 길게 시청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이벤? 

트당 지속시간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유효N ( ) 54854

평균 5.53

최소값 0.50

최대값 180.00

백분위수    10 0.77

20 1.15

Q1 25 3.36 

30 1.65

40 2.28

Q2 50 3.12

60 4.08

70 5.42

Q3 75 6.34 

80 7.45

90 11.28

표 [ 9]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기술통계치  

그림   [ 3]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정규 

도표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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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당 지속시간의 평균은 분 최소값은 본 연구의 시청 기준인 5.53 , 

초이며 최 값은 수집의 최 치인 분 즉 시간이다 분석 결과 이벤30 180 , 3 . , 

트당 지속시간의 백분위수 변화 추이 역시 짧은 지속시간을 기록한 이벤트 

묶음과 상 적으로 긴 지속시간을 기록한 이벤트 묶음이 각각 상당한 비중

을 가지고 다소 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위 에 해당되는 이벤. 10%

트당 지속시간 분위의 경우 분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튜브에서 발90 11.28 , 

표한 유튜브 전체 콘텐츠의 평균 길이인 분과 유사한 값이다11.7 (YouTube, 

본 연구에서는 주당 시청일수와 더불어 해당 변인을 시청량 분석의 2018).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림 [ 4]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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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시청량(2)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몰아보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평균 이상의 과도한 이용시간량이다 본 연구는 앞서 몰아보기를 (excessive) . 

새로운 시청 행태이자 어쩌면 문화적 향식을 향유하는 새로운 표준“ (new 

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실제 유튜브 로그 데이터를 통해 normal)” , 

몰아보기의 양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의 일평균 시청량 변

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용자 단위의 총 주간 즉 일간의 . 6 , 42

일평균 시청시간을 의미하는 일평균 시청량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평균 

시청량 분( )

유효N ( ) 248

평균 29.09

최소값 0.01

최대값 234.55

백분위수 10 0.53

20 1.38

Q1 25 1.85

30 2.19

40 4.38

Q2 50 7.86

60 15.56

70 28.73

Q3 75 36.25

80 52.57

90 82.67

표 [ 10] 일평균 시청량의 기술통계치

그림   [ 5] 일평균 시청량의 정규  Q-Q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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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일평균 시청량의 평균값은 약 분으로 최29.09 , 

소값은 분 최 값은 분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시청량은 정규 분0.01 , 234.55 . 

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위수를 살펴보면 하위 의 값을 . 50%

의미하는 분위수50 (Q2 가 분으로 분도 채 되지 않고 하위 의 ) 7.86 10 , 70%

값을 의미하는 분위수가 전체 평균인 분보다 낮은 분에 이르70 29.09 28.73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일평균 시청. [ 5]

량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상당한 빈도의 이용자가 일평균 분 이내의 10

시청량을 가짐이 나타났다 이는 몰아보기가 보편적인 시청 행태로 자리를 . 

잡았다는 연구의 가정과 달리 이용자들의 일평균 시청량이 체로 많지 않

음을 의미한다. 

 

그림 [ 6] 일평균 시청량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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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평균 시청량의 상위 분포는 어떠할까 표 을 통해 살펴? [ 10]

본 결과 백분위수의 증가세가 완만하다가 분위수를 기준으로 급증하는 70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평균 시청량의 분위수는 분 분위수는 , 80 52.57 , 90

분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의 약 배에 달한다 또한 분위수82.67 2.8 . 90

가 분인 반면 최 값은 분으로 약 시간에 달하는데 두 값 사82.67 234.55 4 , 

이의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아 시청량이 많은 이용자 집단 간에도 상당

한 시청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하자면 적어도 일부 잠정적. , 

으로 전체 이용자의 내외 집단은 하위 집단와 양적으로 구분되는 시30% 

청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평균 시청량의 기술통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일반은 본 연구의 가정과 달리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지. , 

는 않는다 즉 본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 몰아보기는 이용자 일반의 보편. , “

적인 시청 행태로 볼 수 없다 둘째 그럼에도 유의미한 크기의 일부 집단” . , 

은 상 적으로 높은 일평균 시청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 적으로 낮은 , 

일평균 시청량을 보이는 집단과 구분된다 즉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의 . , 

시청은 상 적으로 적은 양을 보는 집단과 많은 양을 보는 집단으로 극화되

어 있으며 일평균 시청량 변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튜브 몰아보기는 , 

특정 집단에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여태까지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의 일평균 시청량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자료의 분석만으로는 결과치가 내포하는 의미를 해석하기에 한계

가 있다 일평균 시청량의 절 적인 값이 어느 정도여야 많은 시청량으로 . ‘ ’ 

볼 수 있을까 매체의 이용시간량의 많고 적음을 객관적으로 또는 적어도 ? , 

타 매체의 이용시간량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판단할 비교준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서 진행한 년도 한국미디(KISDI) 2019

어패널조사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통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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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 된 것으로 여겨지는 표적인 매체인 가정용 스마트폰의 일평TV, 

균 이용량과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의 일평균 시청량을 비교하였다 매체. 

별 일평균 이용량의 기술통계치와 백분위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타 매체의 이용량과 제한적이나마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로그 데이터, 

를 통해 계산한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의 일평균 시청량은 가정용 와 TV

스마트폰의 이용량에 비해 확연히 적었다 유튜브 일평균 시청량의 평균은 . 

분인데 반해 가정용 의 일평균 이용량 평균은 분 스마트폰29.09 TV 147.63 , 

의 경우는 분으로 각각 유튜브 시청량의 배를 맴돌았다 또한 유튜156.92 5 . 

브의 일평균 시청량의 분위수가 분인데 비해 가정용 의 분위수10 0.53 TV 10

는 분 스마트폰의 분위수는 분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디어 다이어40 , 10 60 , 

유튜브 가정용 TV 스마트폰

유효N ( ) 248 1944 2264

평균 29.09 147.63 156.92

최소값 0.01 10 5

최대값 234.55 855 1020

백분위수 10 0.53 40 60
20 1.38 60 80

Q1 25 1.85 70 85

30 2.19 80 95

40 4.38 100 115

Q2 50 7.86 120 130

60 15.56 150 155

70 28.73 180 180

Q3 75 36.25 200 200

80 52.57 220 220

90 82.67 280 285

표 [ 11] 매체별 일평균 이용량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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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데이터 수집 기간은 일인 반면 유튜브 로그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3

총 주 즉 일 라는 점 그리고 미디어 다이어리의 세션 단위가 분임을 6 ( , 42 ) , 15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각 매체의 분위수. 50 (Q2 는 차례로 )

분 분 분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의 이용량을 뜻하는 분7.86 , 120 , 130 , 10% 90

위수는 차례로 분 분 분으로 역시나 큰 차이를 보였다82.67 , 280 , 285 . 

분석 결과 분명 유튜브의 일평균 시청량은 타 매체의 이용량에 비해 확, 

연히 낮은 값을 갖는다 그럼에도 앞선 분포에서 살펴봤듯 스마트폰을 통한 . 

유튜브 시청의 경우 일평균 시청량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보여지는 집단이 유

의미한 비중으로 발견되는데 이들 중에는 가정용 의 평균 시청량, TV

분 을 상회하는 이용자가 존재하며 극단값인 최 값 분 의 경(147.63 ) (234.55 )

우 가정용 의 일평균 이용량의 분위수 분 를 넘어서기도 한다 정TV 80 (220 ) . 

리하면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은 타 매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일부 , 

유의미한 크기의 중시청자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몰아보기의 가장 핵심, 

적인 요인인 시청량의 측면에서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는 보편적인 현상이 

그림 [ 7] 매체별 일평균 이용량의 백분위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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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특정 집단에 편중된 특수한 시청 행태이자 잠정적인 집단 현상 으로 “ ”

보여진다 이 집단 에 한 상세한 논의는 나머지 시청량 변인을 살펴본 . “ ”

후 진행토록 하겠다. 

주당 시청일수(3) 

앞선 분석에서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일평균 

시청량 변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얼마나 자주 유튜. 

브를 시청했는가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의 일상화 여? (routinization) 

부를 이용자별 시청일수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 

일을 기준으로 평균 시청일수를 측정하는 주당 시청일수를 기술통계와 빈7

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당 

시청일수

유효N ( ) 248

평균 3.04 

최소값 0.17

최대값 7.00

백분위수    10 0.33 

20 0.83 

Q1 25 1.00 

30 1.17 

40 1.60 

Q2 50 2.33 

60 3.50 

70 4.72 

Q3 75 5.17 

80 5.50 

90 6.67 

표 [ 12] 주당 시청일수의 기술통계치 

그림   [ 8] 주당 시청일수의 정규  Q-Q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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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당 시청일수의 평균은 일이며 최소값은 3.04

일 최 값은 일 총 주간 매일 시청했을 때의 값 로 나타났다0.17 , 7 ( 6 , n=12) . 

주당 시청일수의 백분위수 변화 추이 또한 일평균 시청량과 유사하게 값이 

상 적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양분되는 형태를 띠는데 제 사분위, 1

수 가 일로 하위 의 해당되는 이용자들이 일주일에 하루 꼴로 (Q1) 1.00 25%

시청한 반면 제 사분위수 는 일로 상위 에 해당하는 이용자들3 (Q3) 5.17 25%

은 일주일에 일 이상을 꾸준히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극으로5 . 

의 쏠림 현상은 이용자별 주당 시청일수의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막 의 분포가 찌그러진 . [ 8] U

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당 시청일수가 평균의 , 

근사치 일에서 일 사이를 기준으로 양극화됨을 의미한다, 3 4 .

그림 [ 9] 주당 시청일수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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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시청일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 

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은 이용자 일반에게 일상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유튜브는 이용자 일반에게 일상화된 매체가 아니다 둘째 그럼에도 유, . , 

의미한 크기의 일부 집단은 상당히 일상화된 이용 행태를 보이는데 빈도 , 

분포에 있어서 오른쪽이 살짝 뭉개진 자 형태를 그리며 비일상화된 집단U

과 그 값이 뚜렷히 비교된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유튜브를 시청하였는. 

가를 의미하는 주당 시청일수가 일평균 시청량과 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

임을 미루어 봤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일평균 시청량 분석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가 잠정적으로 집단 현상 임을 시사한다“ ” . 

시청량 변인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량의 측면. , 

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이용시간량은 전반적으로 크기 않

다 둘째 그럼에도 유의미한 크기의 집단들이 시청량의 하위요인에서 상당. , 

한 차이를 보이며 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일평균 시청량과 주당 , 

시청일수가 높은 집단이 부각되었다 종합하면 시청량의 측면에서 유튜브 . , 

몰아보기는 일부 집단에 편중된 특수한 시청 행태이자 현상으로 보여진다. 

경시청 대 중시청(4) 

그렇다면 이 집단 은 누구인가 본 연구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몰아“ ” ? 

보기의 인접 개념으로 제시한 중시청과 경시청을 참고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의 경시청자 와 중시청자 를 구분하였으며 기준은 분위별 유의미“ ” “ ” , 

한 크기로 볼 수 있는 사분위수로 하였다 유튜브 경시청자는 일평균 시청. 

량의 사분위수 분류에서 사분위에 해당되는 이용자를 의미하며 중시청자1 , 

는 일평균 시청량의 상위 에 해당되는 사분위의 이용자를 이르기로 25% 4

한다 일평균 시청량의 사분위수 분류와 이에 따른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 

평균 시청량은 다음과 같다 보다 풍부한 분석을 위해 경시청자와 중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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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청량 분석에 시청 이벤트수 지표를 추가하였다. 

중시청자의 시청량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시. 

청자의 이용자 수는 명이며 일평균 시청량은 분 약 시간 반 시63 , 91.79 ( 1 ), 

청 이벤트수는 평균 개 주당 시청일수는 일 이벤트당 지속시간647.39 , 6.10 , 

은 평균 분을 기록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중시청자가 일5.95 . 

평균 약 시간 반의 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하며 략 일주일에 일 이상1 6

을 꾸준히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시청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경시청자, . 

의 경우 일평균 시청량 평균이 분으로 분도 채 되지 않았고 시청 이0.83 1 , 

벤트수는 개 주당 시청일수는 일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분으로 9.73 , 0.67 , 3.57

이용자 
수(N)

일평균 
시청량 분( )

시청 
이벤트수

주당
시청일수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경시청자 63 0.83 9.73 0.67 3.57

중시청자 62 91.79 647.39 6.10 5.95

계 248 45.94 326.01 3.36 5.92

표 [ 14]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평균 시청량   

사분위1

경시청( )
사분위2 사분위3

사분위4

중시청( )
평균 표준편차

일평균 

시청량

분( )

0.14
~

1.85

1.89
~

7.85

7.86
~

34.4

36.86
~

235.55 29.09 44.53

n(%) 63(25.4) 61(24.6) 62(25.0) 62(25.0)

표 [ 13] 일평균 시청량의 사분위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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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량의 모든 지표에서 중시청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로써 앞선 시청량 변인의 분석에서 잠정적으로 몰아보기를 일부 집단

에 편중된 집단 현상 으로 파악한 것에 한 데이터 측면에의 검증이 어느 “ ”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몰아보기의 가장 핵심적인 . 

하부요인을 시청량으로 가정하고 뒤따르는 나머지 변인 즉 시청 연속성과 , 

장르 동질성 분석에서 또한 중시청자 분석을 병행하여 몰아보기 관점에서의 

유튜브 시청 행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용자 특성과 시청량2. 

본 연구는 성 연령 학력 변인을 중점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 , , 

문화자본과 시간개념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변인이 시청량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 

한 분석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 변인은 남성 집단 남자 과 여성 집단 여자 으로 연령 변인은 ( =0) ( =1) , 20

만 세부터 세까지 집단과  이상 만 세부터 세까지 집( 20 29 =0) 30 ( 30 40 =1) 

단으로 학력 변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재학 포함 와 학교 졸, ( , 0)

업 이상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자본 문화소양 문화(1) . ( , 

활동 문화지식 은 각 하위 변인의 총점을 시간개념은 마찬가지로 응답의 , ) , 

총점을 사용하였다 시청량 변인은 앞선 시청량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 

일평균 시청량 주당 시청일수 이벤트당 지속시간에 시청 이벤트수를 포함, , 

하여 진행하였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시청량의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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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우선 이용자 특성이 일평균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에 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p=.00). 

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각 변수들의 지수가 로 미만이었으VIF 1.56~2.51 10 

며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량이 으로 에 , Durbin-Watson 1.76 2

상당히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상 모델의 설. 

명력을 표시하는 R²값은 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모델의 인구통계학0.09 , 

적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이 일평균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하여 약 

의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변9% . 

종속변수 일평균 시청량: 

B β t
분산팽창요인

(VIF)

상수 64.98 4.45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5.40 -0.06 -0.96 1.05

연령 -16.96 -0.18 -2.81** 1.14

학력 -17.78 -0.17 -2.50* 1.20

사회문화적 변인

문화소양 -0.25 -0.05 -0.54 2.51

문화활동 0.51 0.06 0.64 2.02

문화지식 0.25 0.05 0.62 1.60

시간개념 -0.57 -0.07 -1.09 1.14

  R² 0.09

F              3.73**

N = 248, Value of Durbin-Watson test = 1.76

표 [ 15] 이용자 특성이 일평균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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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연령 과 학력 으로 연령이 라는 요인은 (p=.01) (p=.01) , ‘20 ’

만큼 연령이 라는 요인은 만큼 영향을 64.98-16.96(0) , ‘30 ’ 64.98-16.96(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재학 포. ‘ (

함 요인이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며 학 졸업 이상 요인)’ 64.98-17.78(0) ‘ ’ 

은 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한편 문화자본 변인들과 시간64.98-17.78(1) . 

개념 변인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변인에 해서는 유의한 분석 결과가 도출

되지 않았다. 

+p<0.1, **p<0.01

종속변수 주당 시청일수: 

B β t VIF

상수 4.49 5.97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0.50 -0.11 -1.73+ 1.05

연령 -1.19 -0.25 -3.83** 1.13

학력 -0.57 -0.10 -1.56 1.20

사회문화적 변인

문화소양 0.00 0.01 0.12 2.51

문화활동 0.01 0.02 0.20 2.02

문화지식 0.00 0.01 0.15 1.60

시간개념 -0.02 -0.04 -0.55 1.14

  R² 0.10

F              3.81**

N = 248, Value of Durbin-Watson test = 1.91

표 [ 16] 이용자 특성이 주당 시청일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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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당 시청일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지수가 로 다중(p=.00). VIF 1.05~2.51

공선성이 문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통계량은 , Durbin-Watson 

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1.91 . R²값은 로 나타났으0.10

며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연령이었고 다음, (p=.00) 

으로는 성 이 뒤따랐다 연령이 라는 요인은 만큼(p=.09) . ‘20 ’ 4.48-1.19(0) , 

연령이 라는 요인은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30 ’ 4.48-1.19(1)

다 한편 문화자본 변인과 시간개념 변인에 해서는 유의한 분석 결과가 . 

도출되지 않았다. 

*p<0.05

종속변수 이벤트당 시청시간: 

B β t VIF

상수 3.95 3.18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0.61 0.08 1.28 1.05

연령 -0.17 -0.02 -0.33 1.13

학력 0.28 0.03 0.49 1.20

사회문화적 변인

문화소양 0.10 0.26 2.59* 2.51

문화활동 -0.14 -0.18 -2.00 2.02

문화지식 -0.04 -0.10 -1.27* 1.60

시간개념 -0.01 -0.02 -0.29 1.14

  R² 0.04

F              1.47

N = 248, Value of Durbin-Watson test = 1.84

표 [ 17] 이용자 특성이 이벤트당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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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용자별 이벤트당 지속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회, 

귀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p=.00). , 

연령 학력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문화자본 시간개념을 포함한 , ,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라 이용자별 이벤트당 지속시간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

석 결과를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추가분석 시간대별 및 요일별 시청량 3. (1): 

본 연구는 핵심적인 연구문제의 검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 행태 분석에 있어 충분한 해석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추가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시청량 분석에서는 차례로 .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지 얼마나 자주 시청하, 

는지 그리고 개별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 

어서 이용자 집단별로 시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렇다면 시. 

간적 특성 또는 일주일을 구성하는 각 날의 특성에 따라 시청량의 차이는 , 

나타날까 이용자는 언제 시청을 주로 하는가 본 연구는 이에 한 답을 ? ? 

얻기 위해 시간 별 및 요일별 시청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시간 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시간 의 기준은 . 오전

시 시 오후 시 시 저녁 이후 시 익일 시 으로 구분하였(06 -12 ), (12 -18 ), (18 - 06 )

으며 분석단위는 이벤트로 시청 이벤트수, (N 총 시청량 시간 이벤트당 ), ( ), 

지속시간 분 을 시청량 지표로 사용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본 시간( ) . 

별 시청량 변인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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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별 시청량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시청량의 퍼센트 및 전체 시청 이, 

벤트수의 퍼센트를 통해 저녁 이후에 시청이 각각 전체 시간 의 이60% 

상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용자들은 저녁 이후에 주. , 

로 유튜브를 시청한다 그렇다면 앞서 일평균 시청량의 사분위수로 구분한 .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경우에도 시간 별 시청량 평균에 차이를 보일까? 

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본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간 별 시청량 평균은 다

음과 같다. 

시청 
이벤트수

(N)

총 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시청시간

분( )

전체 
시청량의 
퍼센트

전체 의 N
퍼센트

오전 8583 812.41 5.68 16.1% 15.6%

오후 12675 1082.82 5.13 21.4% 23.1%

저녁 이후 33596 3164.56 5.65 62.5% 61.2%

계 54854 5059.79 5.53 100.0% 100.0%

표 [ 18] 시간대별 시청량   

전체 오전 오후 저녁 이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경시청자 0.83 3.57 0.14 3.43 0.21 3.21 0.54 3.67 

중시청자 91.79 5.95 17.51 6.25 22.86 5.58 58.70 6.01 

계 45.94 5.92 8.76 6.21 11.44 5.54 29.38 5.97 

표 [ 19]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간대별 시청량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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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중시청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시청자의 경우 전체 시청 , 

이벤트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녁 이후에 시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

다 전체 시간 의 시청량 비 저녁 이후 시청량의 비율 또한 약 . 63.95%

로 전체 이벤트의 분석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시청자를 비롯한 전. 

반적인 시청 패턴에 있어서 시청이 저녁 이후 시간 에 집중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요일별 시청량을 살펴보겠다 본 분석에서는 요일의 기준을 평. 

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총합 토요일 일요일로 설정하였다( ), , .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본 요일별 시청량 변인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요일별 시청량을 살펴본 결과 평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총 일의 시청, 5

량 합임을 고려했을 때 전체 시청량의 퍼센트는 평일 평균 토요일 일요일, , , 

의 순으로 높았다 시청 이벤트수의 경우는 평일 평균이 전체 비 차지하. 

는 비율이 토요일 일요일보다 낮았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차이가 ,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는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요일. 

별 시청량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날까 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본 경시청자와 ? 

중시청자의 요일별 시청량 평균은 다음과 같다. 

시청 
이벤트 
수(N)

총 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시청시간

분( )

전체 
시청량의 
퍼센트

전체 의 N
퍼센트

평일 37183 3441.47 5.55 68.0% 67.8%

토요일 8827 800.03 5.44 15.8% 16.1%

일요일 8844 818.29 5.55 16.2% 16.1%

계 54854 5059.79 5.53 100.0% 100.0%

표 [ 20] 요일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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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청자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시청자의 평일 평균 토요, , 

일 일요일의 일평균 시청량은 차례로 분 분 분으로 월요, 44.12 , 47.60 , 51.78

일 기준 날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 

주목할 부분은 요일별 차이보다는 비록 평일임에도 중시청자의 경우 평균적

으로 무려 분씩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44.12 . 

정리하자면 중시청자는 주말에 보다 많은 양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나 , 

평일에도 전체 시청량 평균에 준하는 상당한 시청량을 유지하였다. 

추가분석 시청률과 매체 간 비교4. (2): 

그렇다면 몰아보기의 측면에서 유튜브 시청은 시간 별로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인가 본 연구는 주차 로그 데이터를 상으로 이용시간량과 ? 1

더불어 매체 이용의 핵심적 지표 중 하나인 시청률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 

청률의 조작적 정의는 세션별 전체 이용자 비 실 이용자의 비율(n=248) 

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간 를 각 분 단위 일일 총 개의 세션으, 15 , 96

로 구분하여 세션별 이용자의 유튜브 시청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체 평일 평균 토요일 일요일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일평균 
시청량

이벤트당 
시청시간

경시청자 0.83 3.57 0.72 3.17 1.10 4.53 1.07 4.58 

중시청자 91.79 5.95 88.23 6.01 94.86 5.78 103.32 5.88 

계 45.94 5.92 44.12 5.96 47.60 5.76 51.78 5.86 

표 [ 21]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요일별 시청량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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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요일 주중 주말 별 시청률 추이  ( , )

그림 [ 10]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의 시청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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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의 주차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1

시청의 시청률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 , 

시청의 피크 타임은 자정 시 을 전후한 시점이다 둘째 스마트폰을 통한 (00 ) . , 

유튜브 시청은 심야 시간 에 해당되는 새벽 시부터 시까지를 제외하고 2 7

이상의 시청률을 유지한다 주중과 주말의 시청률을 비교했을 때 나타3% . 

나는 가장 큰 차이는 아침부터 낮 시간 오전 시부터 오후 시 의 시청률( 9 5 )

인데 주말의 경우 해당 시간 에도 상당한 시청률을 보인다 시청자 구분, . 

별 시청률 추이에서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

턴을 나타내나 저녁 이후부터 오전 시를 전후하는 시간 까지는 이용률의 , 2

차이가 보다 가중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시청자의 시청이 경시청자와 마찬. 

가지로 저녁 이후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 시청률이 갖는 위와 같은 특징들은 매체적 특성의 측면

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의 년도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 KISDI 2019

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과중이용 을 특징으로 갖는 표적인 매체(heavy-use)

그림 [ 12] 시청자 구분별 시청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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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용 스마트폰을 상정하고 두 매체의 이용률 패턴을 스마트폰을 TV, 

통한 유튜브 시청의 시간 별 패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용 스마트폰 이용과 유튜브 시청의 패턴이 갖는 TV, 

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의 피크 타임이 아침 시간 와 . , TV

오후 시를 전후한 저녁 시간  총 개의 봉우리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또 9 2 , 

스마트폰의 이용이 두드러지는 피크 타임 없이 체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유튜브 시청은 자정을 전후한 하나의 피크 타임만을 갖는

다 둘째 유튜브 시청은 자정 이후 새벽 시까지의 이용률을 유일하게 유. , 5

지한다 그렇다면 시청 패턴의 맥락에서 유튜브 몰아보기를 어떻게 해석할 . 

수 있을까 유튜브 몰아보기는 중시청을 보여주는 기존의 두 강력한 매체와 ? 

구별되는 뚜렷한 시청 패턴을 갖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유튜브 시청과 유튜, 

브 몰아보기는 예컨  제 의 형태 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할 수 “ 3 ”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갖는 함의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그림 [ 13] 매체별 이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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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시청 연속성  3 

시청 연속성1. 

앞선 절에서는 몰아보기의 핵심 변인인 시청량을 중점으로 유튜브 시청 

행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연구문제 로 넘어가서 유튜브 이용자들은 . [ 2] , 

얼마나 연속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가 본 연구는 시청 연속성 변인을 통? 

해 연구문제에 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시청 연속성은 이용자가 시청의 . 

중단 없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인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별 전체 기간 총 일 동안의 일평균 시청 연, ( 42 ) 

속성을 의미한다 시청 연속성의 기술통계치와 정규 도표 그리고 히. Q-Q , 

스토그램은 다음과 같다. 

시청 연속성

유효N ( ) 248

평균 0.23 

최소값 0.00 

최대값 0.81 

백분위수    10 0.02 

20 0.04 

Q1 25 0.05 

30 0.07 
40 0.10 

Q2 50 0.15 

60 0.22 

70 0.36 

Q3 75 0.38 

80 0.42 

90 0.53 

표 [ 22] 시청 연속성의 기술통계치 

그림 [ 14] 시청 연속성의 정규 도표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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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5] 시청 연속성의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이용자별 시청 연속성의 평균은 으로 이는 이용자들이 0.23 , 

총 주간 매일 시청했음을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시청 이벤트 수에6

서 을 제한 값의 약 만큼의 휴식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략적으1 77% . 

로 번에 번 꼴로 휴식을 했음을 뜻한다 시청 연속성의 백분위수를 살펴4 3 . 

보면 분위수 까지 평균 이하의 시청 연속성을 보이는 반면 략 60 (0.22) 70

분위수 를 기점으로 값이 가파르게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0.36) , 

이용자별 일평균 시청량의 백분위수 변화 추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파악된

다 이는 그림 의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일평균 시청량 . [ 14] .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크기의 이용자 집단은 반  극의 집단에 

비해 보다 연속적으로 즉 비교젹 적은 수의 휴식을 갖고 유튜브를 시청하, 

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시청 연속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은 각각 유의. , 

미한 크기를 가지며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청 연속성은 앞선 시청량의 추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

별 그리고 요일별 차이를 보일까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시청량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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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패턴과 같은 방향일까 혹은 다른 방향일까 해당 시간  및 해당 요, ? 

일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청 연속성의 평균 및 사분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 별로 보았을 때 시청 연속성의 평균은 오전보다는 오후 그리고 , 

오후보다는 저녁 이후 시간 에 높았다 한편 요일별 분석에서는 평일이 토. 

요일보다 그리고 토요일이 일요일보다 평균 시청 연속성이 높았다 즉 시, . , 

간 와 요일별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보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그 방향은 시청량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형, 

전체 오전 오후 저녁 이후

이용자 수(N) 248 205 224 241

평균 0.23 0.13 0.14 0.19

사분위수 25 0.05 0.02 0.02 0.03

50 0.15 0.08 0.08 0.11

75 0.38 0.19 0.21 0.33

표 [ 23] 시간대별 연속성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용자 수(N) 248 239 204 198

평균 0.23 0.23 0.28 0.30

사분위수 25 0.05 0.06 0.11 0.13

50 0.15 0.16 0.25 0.28

75 0.38 0.38 0.44 0.47

표 [ 24] 요일별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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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루어진다 시청량이 집중되는 저녁 이후 시간 의 시청 연속성이 가. 

장 높았으며 평일보다는 주말의 시청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청 연속성2.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청 연속성 차이는 어떠할까 시청량에 따른 이? 

용자 구분별 시청 연속성의 차이 즉 경시청자 집단과 중시청자 집단의 시, 

청 연속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 . 

**p<0.01

분석 결과 경시청자와 중시청자 집단에 따른 시청 연속성의 차이는 경시

청자 평균이 중시청자 평균이 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0.03, 0.50

이는 앞선 상관분석에서 시청량과 시청 연속성의 상(t=-28.865, p=0.000). 

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중시청자의 전체 이용자 평균인 과 비교했을 때 중. 0.23

시청자의 시청 연속성 점수가 배 이상의 값을 기록했다는 점인데 이는 유2 , 

튜브 몰아보기의 측면에서 시청 연속성이 몰아보기의 상당히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시청량과 마찬가지로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청 

연속성 또한 시간 별 요일별 차이를 나타낼까 두 이용자 집단의 시간, ? 

N 평균 표준편차 t p

시청 

연속성

경시청자 63 0.03 0.03 

-28.865 0.000**

중시청자 62 0.50 0.12 

표 [ 25] 시청자 구분에 따른 시청 연속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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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요일별 시청 연속성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시청자의 경우 시간 별로 오전에 비해 오. 

후 저녁 이후의 시청 연속성이 다소 높았으며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 

일의 시청 연속성이 약간 높았다 한편 중시청자는 시간 별로 저녁 이후의 . 

시청 연속성이 오전과 오후에 비해 확연히 높았으나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중시청자는 요일과 무관하게 주로 저녁 이후에 연속적. , 

인 시청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유튜브 몰아보기의 시청 연속성 측면에서 , 

몰아보기가 요일의 편중 없이 저녁 이후 시간 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의

미한다. 

전체 오전 오후 저녁 이후

경시청자 0.03 0.02 0.04 0.04 

중시청자 0.50 0.26 0.29 0.46 

계 0.26 0.14 0.16 0.25 

표 [ 26]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시간대별 시청 연속성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경시청자 0.03 0.03 0.04 0.04 

중시청자 0.50 0.50 0.50 0.51 

계 0.26 0.26 0.27 0.27 

표 [ 27]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요일별 시청 연속성 



- 85 -

이용자 특성과 시청 연속성 3. 

그렇다면 이용자 특성에 따라 시청 연속성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앞선 ? 

시청량 분석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연령 학력 의 더( , , )

미변수 문화자본 시간개념 변인과 시청 연속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 ,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다. 

+p<0.1, **p<0.01

이용자 특성이 시청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한 분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 (p=.00). 

간의 다중공선성은 각 변수들의 지수가 로 미만이었으며VIF 1.05~2.51 10 , 

종속변수 시청 연속성: 

B β t VIF

상수 0.37 5.59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0.05 -0.12 -1.19+ 1.05

연령 -0.08 -0.20 -3.03** 1.13

학력 -0.09 -0.18 -2.73** 1.20

사회문화적 변인

문화소양 0.00 0.01 0.01 2.51

문화활동 0.00 0.06 0.64 2.02

문화지식 0.00 0.02 0.24 1.60

시간개념 0.03 -0.06 -0.87 1.14

  R² 0.11

F              4.17**

N = 248, Value of Durbin-Watson test = 1.92

표 [ 28] 이용자 특성이 시청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 86 -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량이 으로 에 매우 Durbin-Watson 1.92 2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회귀분석상 모델의 설명. 

력을 표시하는 R²값은 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모델의 인구통계학적 0.11 ,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이 시청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하여 약 11%

의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결과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그 크기는 차례로 연령 학력 성 이었다 연, (p=.00), (p=.01), (p=.06) . 

령이 라는 요인은 만큼 연령이 라는 요인은 ‘20 ’ 0.36-0.05(0) , ‘30 ’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0.36-0.05(1) , ‘

졸업 이하 학교 재학 포함 요인이 만큼 학 졸업 이상( )’ 0.36-0.08(0) , ‘ ’ 

요인은 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성의 경우 남성 요인이 0.36-0.08(1) . ‘ ’ 

만큼 여성 요인이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다 한0.36-0.09(0) , ‘ ’ 0.36-0.09(1) . 

편 문화자본 변인들과 시간개념 변인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변인에 해서는 

유의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제 절  장르 동질성 4 

예비분석 장르별 시청량1. : 

유튜브 플랫폼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가 즐비해 있

지만 이용자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 또는 시청 목적에 맞는 , , 

장르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르 변인에 한 본 .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문제는 장르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 다양성 이지만 이( ) , 

용자들이 주로 어떠한 장르를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선

행됨이 적절하다 본 분석에서는 유튜브 로그 데이터의 장르별 시청량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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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장르의 관심도을 살펴보고 특정 장르에 시청량이 편중

되어 있는지 즉 장르에 따른 쏠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에 사, . 

용된 데이터는 전체 이벤트 의 장르 지표로 분석 방법은 로그 데(n=54854) , 

이터의 평균 분석이며 시청량 지표로는 시청 이벤트수 시청량 단위 시간, ( : ), 

이벤트당 지속시간 단위 분 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전체

시청 
이벤트수

총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장르 대분류

정보성 4917 634.69 5.59 

교육 199 18.14 5.47 

시사 정치/ 2540 239.58 5.66 

금융 재테크/ 285 35.92 7.56 

과학 기술/ 560 47.13 5.05 
혼합성 6897 757.24 4.76 

뷰티 패션/ 478 37.32 4.69 

문화 종교/ 568 70.93 7.49 

생활정보 3869 293.97 4.56 

오락성 43040 5613.93 5.65 
영화 드라마/ 3726 392.33 6.32 

유머 코미디/ 6119 595.27 5.84 

엔터테인먼트 5154 403.07 4.69 

스포츠 1300 98.74 4.56 

게임 3832 536.42 8.40 
음악 2922 222.21 4.56 

인물 브이로그/ 4596 385.36 5.03 

동물 1035 65.07 3.77 

계 54854 7005.86 5.53 

표 [ 29] 전체 데이터의 장르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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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6] 장르별 시청 이벤트수  

그림 [ 17] 장르별 총시청량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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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르별 시청량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장르 분류별 시

청량 지표를 먼저 살펴보겠다 장르 분류별 시청 이벤트수는 정보성이 . 

개 혼합성이 개 오락성이 개로 오락성이 전체의 를 차4917 , 6897 , 43040 78%

지했으며 총시청량은 오락성 장르의 발생 비중이 전체 시청량의 약 를 , 80%

차지하였다 이는 오락정 장르의 발생 빈도 및 이용시간량이 정보성 혼합. , 

성 장르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락정 장르의 소분류 수가 , 

타 분류들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볼 수 있다 장르 분류의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경우 혼합성 장. 

르가 분으로 가장 낮았고 정보성과 오락성이 각각 분 분으로 유4.8 , 5.6 , 5.7

사했다. 

장르 소분류의 시청량 지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르 소분류. 

의 시청 이벤트수 순위는 이벤트수가 많은 순서 로 유머 코미디 엔터테인/ , 

먼트 브이로그 생활정보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시사 정치 스포츠 동, , , , / , , / , , 

그림 [ 18] 장르별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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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화 종교 과학 기술 뷰티 패션 금융 재테크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 , / , / , / , . 

한편 장르 소분류의 총시청량을 순위는 시청량이 많은 순서 로 유머 코미/

디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화 드라마 브이로그 생활정보 시사 정치 음악, , , / , , , / , , 

스포츠 문화 종교 동물 과학 기술 뷰티 패션 금융 재테크 교육 순으로 , / , , / , / , / , 

나타났다 시청량 지표 중 시청 이벤트수는 적어도 유튜브 상에서의 장르별 . 

관심도에 가까운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총시청량 지표는 장르별 , 

이벤트의 빈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벤트의 지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까

지 포함된 지표로 볼 수 있다 두 시청량 지표에 있어서 장르별 순위는 조. 

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벤트당 지속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장르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게임이 , 

평균 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 재테크 문화 종교가 각각 평균 8.40 / , / 7.56

분 분으로 뒤이었다 한편 엔터테인먼트는 시청량과 시청 이벤트수가 , 7.49 . 

매우 집중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분을 기록했다4.7 . 

가장 짧은 이벤트당 지속시간을 보인 장르는 동물 장르로 이벤트당 지속시, 

간이 가장 길었던 게임 장르와 비교했을 때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2 . 

전체 데이터의 장르별 시청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장르로의 명확한 시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장르 분류에서, . 

는 오락성 장르로 시청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장르 소분류에서는 유머 코미, /

디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화 드라마 브이로그 등의 세부 장르로 시청 쏠, , , / , 

림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소외 받는 장르도 나타났는데 교육 금융. , , 

재테크 뷰티 패션 과학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장르별로 이벤/ , / , / . 

트당 지속시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졌다 이용자들이 특정 장르는 비. 

교적 길게 또는 짧게 시청한다는 것이다 장르의 이벤트당 지속시간에 , . 

한 부가적인 논의는 본 절의 추가분석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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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동질성2. 

앞선 예비분석을 통해 유튜브 시청의 경우 특정 장르로 시청 쏠림 현상

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용자 단위의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쏠림 .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즉 이용자는 특정 장르에 집중된 동질적 시청을 ? , 

하는가 이를 장르 동질성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장르 동질성은 허핀달 허? . -

쉬만 지수 를 변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앞서 연구방법에서 논의한 장르(HHI) , 

의 분류법에 따라 장르 분류 정보성 혼합성 오락성 와 장르 소분류 유튜( , , ) (

브 카테고리를 수정한 개의 장르 의 장르 동질성을 각각 계산하여 분석의 15 )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용자별 장르 동질성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 

장르 동질성

장르 소분류 장르 대분류

유효N ( ) 248 248

평균 0.37 0.76 

최소값 0.11 0.34 

최대값 1.00 1.00 

백분위수   10 0.16 0.48 

20 0.19 0.54 

Q1 25 0.20 0.57

30 0.22 0.62 

40 0.24 0.72 

Q2 50 0.29 0.78 

60 0.36 0.84 

70 0.44 0.92 

Q3 75 0.49 0.93

80 0.51 0.97 

90 0.74 1.00 

표 [ 30] 장르 동질성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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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1] 장르 동질성 소분류 의 히스토그램  ( )

그림 [ 20] 장르 동질성 대분류 의  ( )

정규 도표Q-Q 

그림 [ 19] 장르 동질성 소분류 의  ( )

정규 도표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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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2] 장르 동질성 대분류 의 히스토그램  ( )

위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장르 소분류의 동질성 평균은 으로, 0.37 , 

이는 총 개의 이벤트를 시청했다는 가정 하에 특정 장르를 건에 못 미10 5

치게 시청했을 때의 값과 같다 장르 분류의 동질성 평균은 으로 나. 0.76

타났는데 이는 총 개의 이벤트를 시청했다는 가정 하에 적어도 특정 장, 10

르를 건 이상 시청했을 때의 값과 같다 장르 소분류의 동질성은 최소값 8 . 

최 값 을 기록하였으며 장르 분류의 동질성은 최소값 최0.11, 1.00 0.34, 

값 으로 최소값이 소분류 동질성의 값보다 약 배 높았다 정규분포 1.00 3 . 

도표를 확인했을 때도 장르 분류 동질성에서의 기댓값과 관측값이 Q-Q , 

소분류의 것과 비교할 시 보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르 . 

소분류가 개의 세부 장르로 이루어져 있고 분류가 이를 종합한 개 장15 , 3

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장르 동질성의 백분위수 및 히스토그램을 살펴봤을 때 장르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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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질성은 상 적으로 점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극화하는 양상

을 보였는데 이는 시청량 시청 연속성의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 

된다 즉 장르적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이는 특정 집단. , 

과 비교적 이질적인 즉 다양한 장르를 시청하는 집단이 동시에 유의미한 , 

크기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르 동질성의 분포가 갖는 . 

의미는 연구의 후반부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장르 동질성3. 

시청자 구분에 따른 집단 곧 경시청자 집단과 중시청자 집단은 장르 동, 

질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두 집단 모두 특정 장르로 시청이 ? 

쏠려 있을까 혹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을까 장르 소분류로의 분석과 분? ? 

류로의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두 집단별 장르 동질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 . 

**p<0.01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장르 동질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르 소분류와 

분류에서의 장르 동질성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르 (

N 평균 표준편차 t p

장르 동질성

소분류( )

경시청자 63 0.54 0.28 
-7.903 0.000**

중시청자 62 0.24 0.11 

장르 동질성

대분류( )

경시청자 63 0.81 0.22 
-2.680 0.000**

중시청자 62 0.72 0.16 

표 [ 31] 시청자 구분에 따른 장르 동질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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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장르 분류 중요한 것: t=-7.903, p=0.000, : t=-2.680, p=0.000). 

은 차이가 나타난 방향인데 두 분류방식에 따른 장르 동질성 모두 경시청, 

자의 장르 동질성이 중시청자의 장르 동질성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장. 

르 소분류에서의 장르 동질성은 경시청자가 평균 중시청자가 평균 0.54, 

로 무려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으며 장르 분류에서의 장르 동질성0.24 2 , 

은 경시청자가 평균 중시청자가 평균 로 약 점 가량의 차이를 0.81, 0.72 0.1

나타냈다 정리하자면 시청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장르 동질성은 통계적으로 . ,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유튜브 몰아보기의 측면에서 장르 동질성이 시청 . 

연속성과는 달리 몰아보기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질성 , 

보다는 다양성 또는 이질성이 유튜브 몰아보기의 특성과 보다 접한 연관

이 있음을 보인다. 

그림 [ 23] 일평균 시청량에 따른 장르 다양성 분포 중시청자 명(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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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튜브 몰아보기에서는 장르 동질적 시청 행태를 찾아볼 수 없

는가 중시청자 명을 상으로 일평균 시청량에 따른 장르 다양성 점수? 63

의 분포를 그림 과 같이 살펴보았다 여기서 장르 다양성은 장르 동질[ 22] . 

성의 역 점수를 뜻하며 값이 낮을수록 장르 동질성이 높은 시청이 된다, .  

분석을 통해 발견된 사실은 유튜브 몰아보기의 양상이 장르 다양성을 기준

으로 일정 부분 분화된다는 점이다 물론 중시청자의 장르 다양성은 평균이 . 

로 매우 높고 체로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중시청자는 0.81 . 

일평균 시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시청자의 장르 다양성 평균은 물론 

전체 데이터 의 장르 다양성 평균인 보다도 낮은 장르 다양성을 (n=248) 0.63

보인다 즉 높은 시청량에도 전체 평균보다 동질적인 시청을 하는 이용자. , 

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유튜브 몰아보기의 양상이 시청량이 증가할수록 . 

낮은 장르 동질성 높은 장르 다양성 을 향하는 한 가지 방향 뿐 아니라 보( )

다 동질적인 몰아보기와 이질적인 몰아보기 양 측 모두를 향해 진행되는 분

화된 시청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본 연구는 시청자 구분에 따른 장르 동질성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개별 장르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장. , 

르 동질성 변인에 있어 경시청자와 중시청자가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어떠

한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즉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유튜브 시청은 ? , 

각각 어느 장르에 쏠림이 있는가 두 집단 간 장르별 시청량 비교를 통해 ? 

유튜브 환경에서 시청량이 높아질수록 어떤 장르로부터 출발하여 어느 장르

로의 침투 또는 영역 확장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앞선 예비분, ? 

석에서 전체 데이터를 상으로 장르별 시청량을 살펴봤다면 본 분석에서, 

는 경시청자 집단과 중시청자 집단의 장르별 시청량 차이를 비교해보겠다. 

분석 결과가 담긴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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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청자 중시청자

시청 
이벤트수

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시청 
이벤트 수

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

장르 대분류

정보성 46 2.74 3.57 4060 392.49 5.80 

교육 8 0.17 3.48 195 16.95 5.22 

시사 정치/ 9 0.44 1.28 3002 297.59 5.95 

금융 재테크/ 18 1.51 2.93 192 21.47 6.71 

과학 기술/ 11 0.62 5.03 671 56.48 5.05 

혼합성 116 6.13 3.17 4865 406.62 5.01 

뷰티 패션/ 85.00 0.02 1.42 406 37.79 5.59 

문화 종교/ 79.50 0.04 1.33 602 77.30 7.70 

생활정보 192.99 6.06 3.22 3857 291.54 4.54 

오락성 451 27.62 3.68 31213 3184.55 6.12 

영화 드라마/ 45 2.71 3.61 4420 492.09 6.68 

유머 코미디/ 50 3.09 3.71 6484 679.24 6.29 

엔터테인먼트 151 8.38 3.33 5141 443.00 5.17 

스포츠 18 1.69 5.63 1462 112.70 4.63 

게임 56 3.99 4.28 4517 694.12 9.22 

음악 81 4.70 3.48 2519 200.84 4.78 

인물 브이로그/ 42 2.72 3.88 5523 486.31 5.28 

동물 8 0.34 2.55 1147 76.24 3.99 

계 32840 2749.39 5.02 22014 2310.40 6.30 

표 [ 32]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장르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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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경시청자의 장르별 시청량 

 

그림 [ 25] 중시청자의 장르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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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인인 시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시청자의 시청량이 집중되, 

어있는 상위 개 장르는 차례로 엔터테인먼트 생활정보 음악 게임 유머5 , , , , /

코미디였다 한편 중시청자의 시청량이 집중된 혹은 쏠려있는 장르는 차례. , 

로 게임 유머 코미디 영화 드라마 브이로그 엔터테인먼트 시사 정치로 , / , / , , , /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유튜브 일평균 시청량이 높지 않은 이용자의 경. , 

우 위의 개 장르로 시청 입문 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청의 절 량이 5 “ ” , 

증가할수록 위와 같은 장르의 쏠림은 다른 장르들로 분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르적 측면에서 이용의 확장 다양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 , .  

한편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장르별 이벤트당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시청

자 구분별로 장르별 차이가 명확했는데 경시청자의 이벤트당 지속시간 상, 

위 개 장르와 시간량은 차례로 스포츠 분 과학 기술 분 게임3 (5.63 ), / (5.03 ), 

분 이었던 반면 중시청자의 상위 개 장르와 시간량은 차례로 게임(4.28 ) 3

분 문화 종교 분 금융 재테크 였다 장르 분류별 이벤트(9.22 ), / (7.70 ), / (6.71) . 

당 지속시간은 경시청자와 중시청자 모두 오락성 정보성 혼합성 순으로 , , 

시간량이 짧았으며 다만 중시청자의 시간량이 비교적 높았다. 

이용자 특성과 장르 동질성4. 

본 연구는 성 연령 학력 변인을 재코딩한 인구통계학적 더미변수 그리, , , 

고 문화자본과 시간개념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변인이 장르 동질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용자 집. 

단 및 특성별 장르 동질성 소분류 분류 의 차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 , )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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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이용자 특성이 장르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르 소분류, 

와 분류에서 모두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분(

류 분류 우선 두 분석에서 모두 각 변수들의 지수가 :p=.00, :p=.04). VIF 

로 미만이었으며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장르 소분류 1.05~2.51 10 , 

분석의  통계량은 이며 장르 분류 분석의 Durbin-Watson 1.92 , 

통계량은 로 으로 에 매우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Durbin-Watson 2.07 2

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회귀분석상 모델의 설명력을 표시하는 . R²값은 장

르 소분류가 장르 분류가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해당 모0.13, 0.06 , 

종속변수 장르 동질성 소분류: ( )

B β t VIF

상수 0.27 3.70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0.12 0.26 4.27** 1.05

연령 0.11 0.24 3.71** 1.14

학력 0.05 0.08 1.28 1.20

사회문화적 변인

문화소양 0.00 0.04 0.04 2.51

문화지식 -0.00 -0.02 -0.24 2.02

문화활동 -0.00 -0.03 -0.45 1.60
0

시간개념 -0.00 -0.04 -0.66 1.14

  R² 0.13

F              5.25**

N = 248, Value of Durbin-Watson test = 1.92

표 [ 33] 이용자 특성이 장르 동질성 소분류 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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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이 장르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력

에 하여 차례로 약 의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장르 동질13%, 6% . , 

성의 경우 장르 소분류에서 보다 설명력이 컸다. 

이용자 특성이 장르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르 소분류, 

와 분류에서 모두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분(

류 분류 우선 두 분석에서 모두 각 변수들의 지수가 :p=.00, :p=.04). VIF 

로 미만이었으며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장르 소분류 1.05~2.51 10 , 

분석의  통계량은 이며 장르 분류 분석의 Durbin-Watson 1.92 , 

종속변수 장르 동질성 대분류: ( )

B β t VIF

상수 0.69 10.54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 0.08 0.20 3.06** 1.05

연령 -0.01 -0.02 -0.25 1.13

학력 0.01 0.02 0.25 1.20

사회문화적 변인

문화소양 -0.00 -0.11 -0.15 2.51

문화지식 0.00 0.09 1.00 2.02

문화활동 0.00 0.13 1.61 1.60
0

시간개념 0.00 0.01 0.11 1.14

  R² 0.06

F              2.14*

N = 248, Value of Durbin-Watson test = 2.07

표 [ 34] 이용자 특성이 장르 동질성 대분류 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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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은 로 으로 에 매우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Durbin-Watson 2.07 2

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회귀분석상 모델의 설명력을 표시하는 . R²값은 장

르 소분류가 장르 분류가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해당 모0.13, 0.06 , 

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이 장르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력

에 하여 차례로 약 의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장르 동질13%, 6% . , 

성의 경우 장르 소분류에서 보다 설명력이 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청량과 시청 연속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먼저 장르 소분류, 

에 따른 분석의 경우 성 연령 변인이 장르 동질성에 유의한 (p=.00), (p=.00)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분류에 따른 분석의 경우 성. (p=.00) 

변인만이 장르 동질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문화자본 변인과 시간개념 변인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변인은 앞선 분석에 

사용되었던 종속변인인 시청량 시청 연속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분석 ,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는 성 변인과 연령 변인이 장르 동질성의 차이를 예측할 수 , 

있는 설득력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에 따르면 남성은 여. 

성보다 장르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질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

며 여성은 남성보다 동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 . 

령 변인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이다 잠정적인 표현으로는 남성과 는 보. 20

다 잡식성 시청을 하며 여성과  이상은 상 적으로 편식성 시청을 “ ” , 30 “ ” 

한다고 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르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와  이상의 분산 혹은 , 20 30

쏠림 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다음으로는 장르 동질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 ? 

한 관련을 보인 이용자 특성인 성 변인과 연령 변인을 기준으로 장르별 시

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르 동질성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집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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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집단에 비해 장르 동질적인 시청을 하며  이상이 보다 마찬30 20

가지로 장르 동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였는데 과연 이 차이는 세부적인 장, 

르별 시청량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남성과 여성 와 ? , 20

 이상은 과연 장르별 시청량에서도 양상의 차이를 보일까 분석 결과30 ? 

는 다음과 같다. 

성 변인

남성 여성
시청 
이벤트 
수

총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시청시간

분( )

시청 
이벤트 
수

총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시청시간

분( )

장르 대분류

정보성 4306 383.20 5.34 611 75.19 7.38 

교육 162 13.24 4.91 103 10.48 6.11 

시사 정치/ 3071 268.11 5.24 385 55.90 8.71 

금융 재테크/ 311 39.41 7.60 58 4.72 4.88 

과학 기술/ 762 62.43 4.92 65 4.09 3.77 

혼합성 3607 238.78 3.97 3290 308.11 5.62 

뷰티 패션/ 245 11.38 2.79 478 47.21 5.93 

문화 종교/ 461 49.09 6.39 322 41.59 7.75 

생활정보 2901 178.30 3.69 2490 219.32 5.28 

오락성 24927 2127.40 5.12 18113 1927.10 6.38 

영화 드라마/ 3401 364.97 6.44 2296 227.24 5.94 

유머 코미디/ 4759 423.06 5.33 4197 449.78 6.43 

엔터테인먼트 3794 229.66 3.63 4237 387.88 5.49 

스포츠 1761 138.73 4.73 94 6.30 4.02 

게임 4760 547.82 6.91 1000 265.31 15.92 

음악 1962 122.82 3.76 2084 184.91 5.32 

인물 브이로그/ 3664 255.11 4.18 3426 351.55 6.16 

동물 826 45.23 3.29 779 54.14 4.17 

계 32840 2749.39 5.02 22014 2310.40 6.30 

표 [ 35] 성 변인에 따른 장르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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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6] 남성과 여성의 장르별 시청 이벤트 수  

그림 [ 27] 남성과 여성의 장르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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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인을 먼저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장르별 시청량의 가장 큰 차이,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남성의 장르별 시청 이벤트 수가 . , 

체로 여성의 값보다 높았는데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상위 개 장르는 , 5

폭이 큰 순서 로 게임 시사 정치 스포츠 영화 드라마 유머 코미디였다, / , , / , / . 

한편 여성의 시청 이벤트수가 남성의 값보다 높았던 장르는 엔터테인먼트, 

뷰티 패션 음악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청 이벤트수와 달리 장르별 총시청/ , . , 

량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시청량 차이가 장르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

는데 남성의 시청량이 보다 높은 상위 개 장르는 게임 시사 정치 영화, 5 , / , /

드라마 스포츠 과학 기술인 반면 여성의 시청량이 높은 상위 개 장르는 , , / 5

엔터테인먼트 인물 브이로그 음악 생활정보 뷰티 패션이었다 셋째 이벤, / , , , / . , 

트당 지속시간은 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게임과 시사 정치 장르, /

에서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벌어졌다. 

그림 [ 28] 남성과 여성의 이벤트당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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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변인

대20 대 이상30

시청 
이벤트 
수

총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시청시간

분( )

시청 
이벤트 
수

총시청량
시간( )

이벤트당
시청시간

분( )

장르 대분류

정보성 669.75 53.71 4.76 559.50 60.89 6.69 

교육 114 8.62 4.54 151 15.10 6.00

시사 정치/ 1906 160.10 5.04 1550 163.92 6.35

금융 재테크/ 97 8.87 5.49 272 35.26 7.78

과학 기술/ 562 37.24 3.98 265 29.28 6.63

혼합성 1225 87.34 4.82 1074 94.96 6.12 

뷰티 패션/ 564 45.02 4.79 159 13.57 5.12

문화 종교/ 416 39.79 5.74 367 50.88 8.32

생활정보 2695 177.20 3.95 2696 220.42 4.91

오락성 2997.88 280.83 5.24 2382.13 225.98 5.67 

영화 드라마/ 3812 344.82 5.43 1885 247.39 7.87

유머 코미디/ 5230 444.79 5.10 3726 428.05 6.89

엔터테인먼트 3449 290.68 5.06 4582 326.86 4.28

스포츠 972 79.13 4.88 883 65.90 4.48

게임 4042 592.04 8.79 1718 221.09 7.72

음악 1847 123.43 4.01 2199 184.29 5.03

인물 브이로그/ 3862 326.32 5.07 3228 280.34 5.21

동물 769 45.44 3.55 836 53.93 3.87

계 30337 2723.49 5.39 24517 2336.30 5.72

표 [ 36] 연령 변인에 따른 장르별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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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9] 대와 대 이상의 장르별 시청 이벤트 수 20 30

그림 [ 30] 대의 대 이상의 장르별 시청량 시간 20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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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상 집단의 장르별 시청량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20 30

있다 첫째 의 장르별 시청 이벤트수가 체적으로  이상의 값보. , 20 30

다 높았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큰 상위 개 장르는 순서 로 게임 영화 드, 5 , /

라마 유머 코미디 브이로그 뷰티 패션이다 한편  이상 집단이 , / , , / . 30 20

보다 많은 수로 시청한 장르로는 순서 로 엔터테인먼트 음악 금융 재테크, , /

가 있었다 둘째 와  이상 집단은 각각 특정 장르의 시청에 양적. , 20 30

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집단의 총시청량은 게임에 압도적으, 20

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영화 드라마의 시청량 또한  이상 집단에 비해 / 30

높았다 한편  이상 집단은 에 비해 엔터테인먼트 생활정보와 음. 30 20 , 

악을 많이 시청하였다 집단별로 총시청량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은 장르. 

는 유머 코미디 시사 정치 스포츠 동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당 / , / , , . 

지속시간의 경우  이상 집단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장르를 제30 , , 

외하고 전반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그림 [ 31] 대의 대 이상의 장르별 이벤트당 지속시간 분 20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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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석 장르별 세션 분포 5. : 

앞선 장르별 시청량 분석에서 본 연구는 장르별 총 이벤트수 총 시청량, , 

그리고 이벤트당 지속시간이 각기 차이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장르. 

별 총 시청량은 실제로 이용자들이 시청한 장르별 이용시간량을 의미하며 

총 이벤트수는 잠정적으로 유튜브 내 각 장르에 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관심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르별 이벤트당 지속시간은 왜 이, 

전 분석과 같은 차이를 보일까 이용자 집단별 특성에 따른 영향 뿐 아니? 

라 혹시 유튜브 장르가 특정한 유도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affordance) 

닐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에 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

의 리듬분석 을 미디어 이용에 적용한 이(Henri Lefebvre) “ (rhythmanalysis)”

재현 의 연구를 참고하여 장르별 세션 분포를 통해 특정 장르가 갖는 (2015)

리듬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세션은 개별 미디어 이용 이벤트가 지속되는 . ‘

시간 을 의미하며 리듬은 긴 요소와 짧은 요소 그리고 강한 요(duration)’ , , 

소와 약한 요소의 반복을 의미하는데 이재현 본 연구는 리듬의 길( , 2015), 

고 짧은 속성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재현 의 기존 연구. (2015)

에서는 세션 단위가 분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상 적으로 지속 시15

간이 길다고 볼 수 있는 와 같은 매체의 이용을 포함하여 분석을 TV, PC

진행했으나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시청을 분석하는 것이 목, 

적인 만큼 보다 짧은 단위로 세션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세션은 총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 데이터의 이벤트당 15 , 

지속시간의 편차가 매우 큰 관계로 분부터 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1 10

션은 등간격이 아닌 임의의 세션 단위로 분류하였다 분 미만 분 분(1 , 1 , 2 , 3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시간 시간 이상, 4 , 5 , 6 , 7 , 8 , 9 , 10 , 15 , 30 , 1 , 2 ). 

장르별 세션 분포를 정리한 표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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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분포

분 1
미만

분1 분2 분3 분4 분5 분6 분7 분8 분9 분10 분15 분30 시간1
시간 2
이상

장르 소분류

영화 드라마/ 846 901 717 546 468 412 284 259 200 146 498 306 84 19 11

유머 코미디/ 1140 1499 1117 954 740 724 507 392 344 266 771 375 83 35 9

엔터테인먼트 1691 1947 1157 781 533 394 302 196 171 112 385 239 84 26 13

스포츠 276 382 262 203 144 108 117 64 56 52 128 52 9 1 1

게임 699 869 591 517 413 368 287 254 236 177 698 420 151 48 32

뷰티 패션/ 142 174 77 67 49 29 26 28 14 21 50 39 6 1 0

문화 종교/ 119 104 79 71 72 68 47 42 37 24 66 32 13 6 3

음악 824 940 590 577 366 181 97 84 50 28 114 112 60 17 6

교육 51 42 35 28 20 21 9 9 4 5 18 21 2 0 0

시사 정치/ 575 726 508 387 252 210 137 72 80 66 215 135 66 24 3

금융 재테크/ 64 54 33 30 23 16 22 12 15 11 52 29 6 2 0

과학 기술/ 143 160 104 92 82 66 30 41 23 16 44 18 6 0 2

생활정보 882 1276 686 522 448 350 303 193 150 117 302 118 35 6 3

브이로그 1021 1366 933 716 578 495 368 309 248 210 539 248 43 9 7

동물 280 404 280 206 129 78 64 45 21 15 50 30 0 0 3

계 8753 10844 7169 5697 4317 3520 2600 2000 1649 1266 3930 2174 648 194 93

표 [ 37] 장르별 세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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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징적인 장르의 세션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문. , 

화 종교 금융 재테크 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는 전반적으로 분 미만의 / , / 2

세션이 두드러졌다 이는 체로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의 리듬이 짧. 

은 편임을 보여준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장르의 경우 분에서 분 사이의 . 1 2

구간 이후 발생 이벤트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데 이는 해당 장르가 체, 

적으로 분 이하의 매우 짧은 리듬을 가진 장르임을 보여준다2 . 

한편 상 적으로 긴 리듬을 갖는 장르 또한 발견되었다 게임 장르와 시, . 

사 정치 장르의 경우 분에서 분 사이의 세션보다 분에서 분 사이의 / 7 10 10 15

세션 분포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게임의 경우 시청량이 매우 , 

높은 장르이면서도 이벤트당 지속시간의 평균이 분을 기록할 정도로 긴 8.40

리듬을 갖는 장르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재 게임 이용. 

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라이엇 게임즈 사의 리그 오브 ‘

레전드 또는 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사의 오버(League of Legends, ‘ ’)’, ‘

워치 와 같은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한 게임 당 적어도 분 (Overwatch)’ 15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인기도가 높은 게임 유튜브 콘텐츠들이 게임의 하이, 

라이트 모음집 혹은 게임 플레이 풀영상 임을 감안했을 때 게임 장르의 세“ ”

션 분포가 게임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장르는 바로 음악 장르인데 음악 장르는 타 장르, 

에 비해 분에서 분 사이의 세션에 이벤트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클3 5 . 

래식 재즈 기악곡과 같은 음악의 장르를 제외하고 팝 발라드와 같은 가요, , , 

나 힙합 전자 음악 트로트 댄스 음악이 부분 분에서 분 사이의 길이, , , 3 5

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음악이라는 유튜브 장르가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세션을 기록하도록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장르별 세션 분포와 이를 통한 리듬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제한적이나마 유튜브 장르가 각기 다른 시청의 리듬을 가지고 이용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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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그에 맞는 시청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해당 분석이 본 . 

논문의 중점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 상은 아닐지라도 스마트폰을 통, 

한 유튜브 시청의 실제 이용 내역을 담은 로그 데이터를 통해 장르별 이용 

행태를 살펴봤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장르별 시청량의 합계를 내는 수준이 , 

아니라 장르별 유도성의 실마리를 찾으려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리듬 분석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유도성과 이용에 한 보다 .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제 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5 

요약1. 

이 논문이 몰아보기의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유튜브 시청 행태를 분석하

기 위해 제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량. , 

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시청량은 이용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 ( 변인 문화, 

자본의 높고 낮음 시간개념의 단일성과 복합성 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 )

나는가 둘째 유튜브 이용자들은 얼마나 연속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가? , ? 

그리고 이러한 시청의 연속성은 중시청자를 비롯한 이용자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유튜브 이용자들은 얼마나 동질적인 또는 이질적? , , 

인 장르의 콘텐트를 시청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장르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 

은 중시청자를 비롯한 이용자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위의 연구 ? 

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와 그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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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과해석

시청량

차 분석1 일평균 시청량
시청량 ↓

이용자 극화 현상

유의미한 크기의 

중시청자 존재

차 분석2

중시청자: 

시청량 변인

평균 비교

평균 분91.79

평균 일 6.10

몰아보기는 일부 

집단의 일상화된 

특수 시청행태

이용자 

특성

시청량 변인

다중회귀분석

회귀모형 유의

일평균 시청량:

연령 학력, 

주당 시청일수: 

성 연령 , 

대20 , 

학력 하, 

남성 이용자의 매체 

연속성

차 분석1 시청 연속성 이용자 극화
유의미한 크기의 

연속적 시청자 존재

차 분석2

중시청자: 

시청 연속성

검정t 
0.5 >0.03

몰아보기는 시청 

연속성을 충족함

이용자 

특성

시청 연속성

다중회귀분석

회귀모형 유의

성 연령 학력 유의, , 

남성 대 학력 하, 20 , 

보다 연속적

콘텐트 

동질성

예비분석&

차 분석1

장르 시청량

장르 동질성

특정 장르로의 

쏠림 현상“ ” 

유의미한 크기의 

동 이질적 시청자 ·

존재

차 분석2

중시청자: 

동질성 검정t

장르 시청량

경 중>

쏠림 현상 “ ” 
타 변인과 음의 

상관관계

이용자 

특성

동질성

다중회귀분석

회귀모형 유의

성 연령 유의, 

여성 대 이상, 30

보다 동질적

표 [ 38] 연구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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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 [

에 따른 분석의 결과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량은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1] , 

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분포와 타 매체의 이용량과의 .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일부 집단은 몰아보기의 인접개념인 중시청 을 ‘ ’

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그 크기 또한 유의미했다 일평균 시청량의 사분, . 4

위에 속한 이용자를 중시청자 로 상정했을 때 해당 집단의 일평균 시청량‘ ’

은 평균 분 주당 시청일수는 평균 일을 기록하였는데 시청량이 91.79 , 6.10 , 

몰아보기의 핵심적인 변인임을 고려했을 때 이로부터 유뷰브 몰아보기는 일

부 집단의 일상화된 특수 시청 행태임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 특. 

성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가 일평

균 시청량 주당 시청일수 변인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은 두 회귀, . 

모형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었다. 

연구문제 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연속성은 [ 2] , 

시청량과 마찬가지로 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역시 백분위수 분. 

포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크기의 연속적인 시청자가 존재했는데 중시청, 

자를 상으로 한 차 분석 결과 몰아보기는 시청 연속성을 매우 충족함이 2

밝혀졌다 즉 몰아보기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증명되었다 또한 다중. , . 

회귀분석을 통해 이용자 특성과 시청 연속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귀식

이 유의했고 성 연령 학력이 시청 연속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 ,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에 한 분석 결과 유튜브 이용자들의 특정 장[ 3]

르로 쏠림 현상이 발견되었다 장르 동질성 분석에서 역시 유의미한 크기“ ” . 

의 동질적 그리고 이질적 혹은 다양한 장르를 시청하는 시청자 집단을 발, 

견할 수 있었는데 중시청자 분석 결과 중시청자의 장르 동질성 평균은 경, 

시청자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즉 시청량이 많을수록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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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장르를 시청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용자 특성과 . 

장르 동질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회귀모형이 유효했으며 장르 소분

류 동질성에서 성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를 해석하면 여성과  이상 집단이 남성과  집단보다 보다 . 30 20

콘텐트 동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였다. 

논의2. 

개념적 논의 (1)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몰아보기의 핵심 변인을 시청

량 연속성 콘텐트 동질성으로 설정하고 몰아보기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 . 

실증적 데이터를 통한 개념화의 검증을 위해 차례로 일평균 시청량 시청 , 

연속성 장르 동질성의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여 유튜브 로그 데이터를 통해 , 

위 변인들과 몰아보기와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연구로서 이 연구가 행한 가장 큰 발견은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

기가 이용자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특

수한 시청 행태라는 점이다 이는 몰아보기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인 시청량 . 

분석만을 보더라도 극명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면 . 

그것의 특수성이 갖는 주목성에 의해 실제 나타나는 정도보다 과  해석되

거나 과다 표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향을 따라 본 연구 . 

또한 몰아보기를 새로운 시청 행태이자 어쩌면 문화적 향식을 향유하는 새“

로운 표준 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행동 데이터 분석(new normal)” , 

을 통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유튜브 환경에서는 아직 몰아보기가 일

부 집단의 독특한 시청 행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아보기의 관점에서 시청량 연속성 콘텐트 동질성에 따른 각각의 연구, , 

문제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몰아보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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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량과 시청 연속성을 강하게 충족한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하였. 

듯 몰아보기가 흥청망청 한 시청 행태라는 점에서 과도한 범위로 ‘ (binge)’ ‘ ’ 

해석될 수 있는 절 적인 이용시간량과 시청 중단을 최소화한 시청의 연속

성을 핵심적인 변인으로 구성함을 보인다 특히 시청량은 몰아보기의 인접. 

개념인 중시청 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유튜브 몰아보기에서 역시 절 적인 ‘ ’ , 

크기에 있어 경시청과 구분되는 주요한 요인이다.  

둘째 한편 장르 동질성 변인은 몰아보기의 핵심 변인으로 밝혀진 시청, 

량과 시청 연속성과 큰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본 연, 

구의 이론적 가정과는 반 로 시청량 시청 연속성이 높을수록 장르는 이질, 

적인 양상을 그렸다 즉 시청량과 시청 연속성이 증가할수록 장르 다양성. , 

이 높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시청자 중에서는 시청량이 높음에도 비교적 . 

장르 동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이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존재했는데 이는 , 

유튜브 몰아보기가 장르 동질성을 중심으로 하나 이상의 시청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튜브의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형식의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을 시, , TV 

청할 수 있는 주문형비디오 서비스 또는 넷플릭스 와 같은 온라인 (Netflix)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유튜브의 콘텐트는 이용자 기반으로 형식의 제한 

없이 매우 다양하게 제공된다 따라서 알고리듬 추천과 더불어 이용자가 전. 

반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장르 동질적 . 

시청 행태를 갖는 중시청자가 발견되는 이유는 이용자의 몰입과 선택이 개

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매체든 이용자의 개별적 동기 . , 

또는 집단적 특징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몰아보기 개념화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시청량과 시청 . 

연속성은 연구의 가정 로 몰아보기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지만 콘텐트 동질성 요인에 한 가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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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특히 콘텐트 동질성 요인에 해서는 제

한적으로 접근을 함이 옳은데 앞서 언급했듯 어쩌면 콘텐트 동질성에 한 , 

본 분석의 결과는 이용자 기반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의 특징

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튜브 몰아보기의 . 

특수성을 이해할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매체 간 비교 (2) 

매체 간 비교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우선 몰아보기의 측면에서 유튜브 시청을 넷플릭스와 비교해볼 수 있. 

다 넷플릭스는 시청 연속성의 측면에서 알고리듬을 통한 추천 시스템은 물. 

론 연속 시청을 의도하는 기술적 장치 초 뒤 다음 에피소드 를 적극적으(“5 ”)

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와 공통적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평균 . 

콘텐트 길이가 약 분에 불과한 유튜브의 동영상들과 달리 넷플릭스가 제11 , 

공하는 콘텐트의 문화적 형식은 영화 또는 고품질의 프로그램 형식을 TV 

갖추고 있는 작품들이며 이 중 다수는 시리즈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거  

방송국에서 제작 편성한 공식 영상물이다 따라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절. 

적인 시청량은 물론 특히 콘텐트 동질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구별되는 시

청 행태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에서 보여지는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 몰아보기라, 

는 용어는 넷플릭스의 서비스와 마케팅에 지 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심. 

지어 많은 수의 연구는 몰아보기에 한 넷플릭스의 정의를 그 로 사용하

기도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한 이 논문의 몰아보기 개. 

념화는 연구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연스레 넷플릭스의 논리를 따랐을 가

능성이 있으며 콘텐트 동질성이 분명 높을 것으로 가정되는 넷플릭스와 비, 

교했을 때 유튜브를 통한 몰아보기는 이론적으로도 콘텐트 이질적인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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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는 잡식성 의 시청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싶다“ ” . 

또 다른 차원의 비교는 가정용 스마트폰과의 비교다 앞서 일평균 TV, . 

시청량 분석과 추가분석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통해 가정용 스마KISDI TV, 

트폰 이용과 본 연구의 상인 유튜브의 시청 행태를 비교한 바 있다 결과. 

의 해석 부분에서 밝힌 바를 새로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의 . , 

절 적인 이용시간량은 가정용 와 스마트폰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일부 TV , 

집단은 평균에 준하는 중시청 행태를 보였다 유튜브는 비록 절 적인 TV . 

양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두 매체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로그 데이터임을 고려했을 

때 이미 스마트폰 이용에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또한 포함되어 , 

있을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본 데이터는 스마트폰 이용량을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유튜브 중시청자의 경우 두 매체 평균에 준하는 시청량을 갖고 전

반적인 이용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 다소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으나 어. , 

쩌면 이들이 몰아보기적 관점에서 유튜브라는 매체의 선구자적 이용자가 “ ”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둘째 세 매체의 시간 별 이용률 패턴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의 이용 패, 

턴은 타 매체와 명확히 구별되었다 기존의 미디어 이용 연구들을 살펴봤을 . 

때 양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지 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매체의 

이용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는데 두 개의 피크 타임을 가지고 있는 , 

의 형태 그리고 별다른 튐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이용시간량을 유지하‘TV ’, 

는 스마트폰의 형태 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 별 이용률 패턴을 분석한 ‘ ’ . 

결과 유튜브 시청은 앞선 두 표적인 형태를 벗어난 제 의 패턴 을 보였“ 3 ”

다 비록 선행연구의 한계로 이러한 패턴의 차이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위와 같은 결과는 유튜브가 독자적인 이, 

용 흐름을 갖는 특징적인 매체로 또 유튜브 몰아보기가 타 매체의 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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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시청 행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자본과 시간개념 (3) 

이 논문은 이론적 배경에서 몰아보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문화자본과 시간개념을 제시하였고 각각이 몰아보기와 어떠한 관, 

계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변인과 유. 

튜브 몰아보기의 하위 세 요인은 뚜렷한 연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 , 

나타난 결과이다 우선 문화자본을 먼저 논의하면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튜. , 

브 몰아보기는 문화자본과 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부르디외는 문. 

화적 취향과 권력의 관계를 탐구하며 상위 계급일수록 내재된 문화자본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주장했는데 문화자본이 개입됨에 따라 텔레비전 의존, 

에 한 생활양식의 사사화의 영향이 달라짐을 밝힌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재현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 1993) .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어쩌면 유튜브는 문화자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되는 매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유튜브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고급문화. ‘ ’

를 향유하기 위해 문화적 지식을 쌓고 적절한 문화적 소양과 행동력을 갖추

어야만 했다 표적으로 예술의 전당은 전형적으로 문화적 소양과 태도를 . 

필요로 하고 고취시키는 장소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용자 기반의 표적인 . 

서비스인 유튜브는 서비스 특성상 상당히 문턱이 낮은 매체다 누구나 커뮤. 

니티 규정을 따르는 한 자신이 원하는 콘텐트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국가, 

적 제한 혹은 인터넷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한 누구나 상 방의 콘텐트를 

시청할 수 있다 그것도 그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방구석. 

에서 말이다 따라서 유튜브는 문화를 향유하는 양식 혹은 수준에 따라 매. 

체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기존의 문화 활동과 달리 이용자의 보유자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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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이를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하는 매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 (flatten)” . 

같은 논의와 새로운 가설에 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면 히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시간개념과 몰아보기의 관계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해볼 수 있다 본래 홀 의 시간개념은 그 단일성과 복합성에 따. (Hall, 1976)

라 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유튜브는 문화권을 뛰. 

어 넘는 매체다 전통적으로 단일시간성이 높은 문화권으로 선정되는 일본. 

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이용자 하루 평균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에 

속한다 이론적으로 단일시간적 시간개념을 가진 유튜브 이용자(Ahn, 2019). 

는 비교적 유튜브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하여 몰아보기를 행, 

할 수 있으며 복합시간적 시간개념을 가진 유튜브 이용자는 기타 활동과 , 

병행하여 몰아보기를 행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시간개념과 몰아보. 

기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지만 어쩌면 시간개념이 몰아보기의 , 

정도가 아닌 몰아보기의 양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새

로운 가정을 제안한다. 

방법론적 문제 (4) 

개념화의 부재와 더불어 선행연구의 표적인 한계 중 하나는 방법론적 

문제였다 본 연구는 앞서 설문 또는 이용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자기기입식 . 

보고를 통한 매체 이용 분석방법이 갖는 한계를 적시하고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로그 데이터를 통해 유튜브 몰아보기를 분석할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매체의 특성상 사용의 호흡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청한 영화 또. 

는 에피소드 개수 등과 같은 단서로 략적인 이용시간량을 가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달리 유튜브는 콘텐트마다 길이가 다르면서 타 콘텐트로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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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전환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의 경우 기존의 . 

중심 연구보다도 과 표와 과소 표의 문제가 클 수 있다 실제 연구TV . 

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유튜브 몰아보기가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특수 현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의 문제의식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아가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에 한 안정성 에 한 논(stability)

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안정성이란 연구의 중심이 되는 변수가 시간적 경과. 

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갖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거브너의 . 

텔레비전 효과 연구를 참고하여 몰아보기의 핵심변인 중 하나를 시청량으로 

설정하였으며 나아가 경시청자와 중시청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문, . 

화계발연구에서의 핵심적인 가정은 텔레비전이라는 강력한 매체가 특정한 

상징체계를 관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주 긴 시간동안 시청자에게 노출시킨

다는 점이다 즉 텔레비전의 이용은 습관적이며 이는 누적(Gerbner, 1976). , 

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유튜브는 인터넷 기반의 . 

동영상 제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에 해당되는 텔레비전과는 매체

적 차이가 존재한다 인터넷 이용을 연구함에 있어 단순히 이용시간량을 측. 

정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 두 경우에 모두 문제적이라는 것은 이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가 있다(Lee et al., 2008). 

위 논의로 미루어봤을 때 유튜브 시청의 안정성에 한 사전 검증 없이 , 

일평균 시청량이라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경시청과 중시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한 것은 방법론적으로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 6

간의 데이터 수집기간 내에서는 중시청자로 분류된 이용자 부분이 매주 5

일 이상 유튜브를 시청함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잠정적으로 

몰아보기를 한다고 보여지는 일부 집단은 어느 정도 관습적인 시청을 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브 몰아보기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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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현상이며 해당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선례가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인접개념의 측정 방법을 빌려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비록 논란. 

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새로이 등장한 특수한 현상에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큰 틀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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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요약 및 제언6 

제 절  요약 1

본 연구는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몰아보기 의 시청 행‘ (binge-watching)’

태에 주목하여 몰아보기를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들의 지배적인 

동영상 소비 패턴으로 가정하였다. 

몰아보기에 한 산업적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몰아보기 행·

위에 한 선행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의 활성, 

화에도 불구하고 몰아보기에 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우선 체계적인 학술적 

정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와 , (Netflix)

같은 기업의 논리를 따라 특정한 콘텐트 형식에 그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통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몰아보기에 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몰아보

기의 주요 변인을 시청량 시청의 연속성 콘텐트 동질성으로 설정1) , 2) , 3) 

하였으며 몰기가능 하다고 여겨지는 이용자 기반의 콘텐트 서, ‘ (bingeable)’ 

비스 플랫폼인 유튜브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튜브 환경에서(YouTube) 

의 몰아보기 행태를 탐색하였다 또한 나아가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화자본. , , 

시간개념과 같은 이용자 특성과 몰아보기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을 . [ 1]

통해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량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시청량을 ,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시청과 중시청 행태를 보이는 유의미한 크기의 두 집

단을 발견하였다 특히 중시청 집단은 와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 평균에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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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이용시간량과 동시에 일상적 시청 패턴을 보이며 몰아보기의 가능성

을 드러냈다 연구문제 를 통해서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연속성에 . [ 2]

한 분석을 진행했는데 시청 연속성 역시 시청량과 유사하게 저연속 시청, 

과 고연속 시청 행태를 보이는 유의미한 크기의 양 집단을 보였으며 중시, 

청자 집단의 경우 경시청자 집단에 비해 확연히 높은 시청 연속성을 드러냈

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유튜브 이용자들의 장르 동질성 분석 결과 특. [ 3], 

정 장르로의 쏠림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시청자의 경우 장르 동, 

질성이 상 적으로 낮으나 세부 분석 결과 동질적인 시청 행태를 보이는 중

시청자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르 다양성을 기준으로 한 몰아보기의 또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변인과 이용자 특성의 관계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몰아보기와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가 

유의미했으며 문화자본과 시간개념과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내린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몰아보기. , 

는 특정 집단의 특수한 시청 행태이다 둘째 개념적 차원에서 유튜브 몰아. , 

보기는 시청량과 시청 연속성을 강력한 요인으로 갖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두 요인들은 각각 장르 동질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 

럼에도 중시청자 중 장르 동질적인 시청을 하는 이용자가 발견되었다는 점

에서 유튜브 몰아보기가 하나 이상의 시청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매체 간 비교에서 크게 넷플릭스와의 비교 와 스. , 1) , 2) TV

마트폰과의 비교를 진행했는데 콘텐트 동질성이 매우 높을 것임이 가정되, 

는 넷플릭스와 달리 유튜브는 장르 동질성 또는 다양성을 기준으로 다른 몰

아보기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와 스마트폰과의 비교 분석 결과 . TV

유튜브 시청 및 몰아보기의 이용 패턴이 제 의 행태 를 보인다는 가설을 “ 3 ”

제안한다.

또한 문화자본과 시간개념에 따른 집단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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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몰아보기가 특히 문화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영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매체일 수 있음을 논의했다 또한 시간개념의 차원에서 유튜브 . 

몰아보기는 문화권을 넘어 발생하는 미디어 이용 행태로 이해될 여지가 있

다 어쩌면 유튜브는 이용자 차원의 보유자본을 평평하게 하는 역할을 수. “ ” 

행할 수 있으며 시간개념은 몰아보기의 정도가 아닌 다양한 양상을 나타나, 

게끔 하는 변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논문은 로그 . 

데이터 분석이 갖는 의의를 명시하고 탐색적 연구로서 본 연구가 채택한 연

구방법을 논의한다. 

제 절  한계 및 제언 2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인 한계와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우선 이론적. 

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앞서 문제의 제기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 

를 몰아보기에 한 개념화의 부재를 들었고 이에 몰아보기에 한 이론적 , 

검토를 통해 시청량 연속성 콘텐트 동질성이라는 핵심적인 요인 세 가지, , 

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몰아보기 변인을 . 

종합한 지수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이는 실제 로그 데이터에서 몰아, 

보기의 핵심 변인인 시청량을 충족하는 이용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몰아보기의 요인 중 하나인 콘텐트 동질성에 있어서 본래 가정과 상이한 결

과가 나타났기에 지수화보다는 데이터 탐색에 분석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논문은 몰아보기의 중점적인 변인을 도출하여 개념화를 

진행했고 유튜브 몰아보기가 보편적인 시청 행태가 아닌 일부 집단의 특수, 

한 시청 행태임을 발견했으며 나아가 프로그램 형식의 시청을 기반으, TV 

로 한 기존의 몰아보기와는 콘텐트 동질성 측면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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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시청 행태가 매체적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탐구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미디어 다이어리 (KISDI)

데이터를 추가적인 분석 상으로 선정하고 매체별 이용 패턴 비교를 진행

하였다 비록 유튜브는 동영상 이용의 서비스 플랫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 

기 단위의 스마트폰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기는 어렵고 데이터 수집 TV, , 

방법이 상이한 두 자료를 통해 강력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 

도 본 연구는 간접적이나마 매체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유튜브 시청 패턴이 

어쩌면 잠정적으로 스마트폰에 이은 제 의 행태 를 보일 수 있다는 TV, “ 3 ”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방법론적 한계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총 명의 주, 248 6

간의 이용자 행동 데이터 및 설문 데이터를 통해 유튜브 몰아보기와 인구통

계학적 변인 및 사회문화적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앞서 언급했듯 유튜브 몰아보기는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시청 방식이 아

닌 일부 집단의 특수한 시청 행태이기에 소극적인 이용자를 포함한 명, 248

의 표본은 유튜브 몰아보기와 그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기엔 결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개념화와 더불어 설명적 연구를 시도했던 초기 목적과 . 

달리 연구 중반부터 탐색적 연구로 전향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나 그럼에도 , 

현재까지 이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 몰아보기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유튜브 몰아보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연구 또한 별다르게 

존재하기 않았기에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튜브 또는 몰아보기의 매체에 한 정확하고 . 

장기간 누적적인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발을 진행하여 

보다 양적으로 풍성하고 높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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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핵심적인 연구 문제에 한 분석 이외에도 유튜브 이용 행태

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될 부속 연구들을 상 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가지

고 추가분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학술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 

운 유튜브 몰아보기에 한 로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서 해당 주제에 

한 선행연구의 부족을 실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중점적인 . 

연구 문제와 더불어 유튜브 로그 데이터를 통한 기술적 분석을 (descriptive) 

통해 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들. 

이 축적되어 한 주제에 한 깊은 논의와 이론이 개발된다는 믿음을 가지

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 논문의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 몰아보기 현, , 

상에 한 종합적인 이론화까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이 새로. 

운 미디어 이용 행태이자 문화 현상인 몰아보기에 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

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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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 1]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

귀하께서는 다음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Q1. ?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화 관련 직업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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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다음의 문화활동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Q3. ?

귀하께서는 지난 년간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Q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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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클래식 음악 작품의 제목입니다 각 작품 별로 모르고 계시면 번 알Q5. . 1 , 

고 계시면 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 . .

다음은 미술 작품의 제목입니다 각 작품 별로 모르고 계시면 번 알고 계시Q6. . 1 , 

면 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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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학 작품의 제목입니다 각 작품 별로 모르고 계시면 번 알고 계시Q7. . 1 , 

면 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 . .

다음은 시간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Q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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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Q9. ?

남성1) 

여성2)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Q10. ?  

년 자동계산 만 세 ______________ ( : __________ )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Q11. ?

무학1) 

초등학교 졸업 이하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학교 졸업5) 

학원 석사과정 졸업6) ( ) 

학원 박사과정 졸업 이상7) ( ) 

실례지만 귀하의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Q12. , ?

무학1) 

초등학교 졸업 이하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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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5) 

학원 석사과정 졸업6) ( ) 

학원 박사과정 졸업 이상7) ( ) 

실례지만 귀하의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Q13. , ?

무학1) 

초등학교 졸업 이하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학교 졸업5) 

학원 석사과정 졸업6) ( ) 

학원 박사과정 졸업 이상7) ( ) 

귀하께서는 결혼 하셨습니까Q14. ?

미혼1) 

기혼2) 

사별3) 

이혼4)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Q15. ?

만원 미만1) 2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2) 200 ~ 4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3) 400 ~ 6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4) 600 ~ 8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5) 800 ~ 1,000

만원 이상6) 1,000

귀하의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Q16. ?  

명_______________

귀하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Q17. ?

독신가구1) 

세  가구 부부2) 1 ( )

세  가구 부부 자녀3)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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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구 조부모 부부 자녀4) 3 ( + + )

기타5) 

귀하의 가구원 중 만 세 미만 자녀가 몇 명 있나요Q18. 13 ?

없음1) 

명2) 1

명3) 2

명4) 3

명 이상5) 4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Q19. ?

농림어업 종사자1) 

자영업자 상업 종업원 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2) ( , 9 )

판매 영업 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3) / / ( , )

노무 기계조작 운송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운전사 선반 목공 등4) / / / ( , , )

사무직 기업체 차장 이하 급 공무원 이하 등5) ( , 5 )

경영 관리직 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6) (5 , )

전문직 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7) ( , , , )

전업주부 가사에만 종사8) ( )

학생9) 

기타10) 

무직 퇴직 은퇴 등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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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장르 소분류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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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Research 

of Binge-watching on YouTube:

A Log Data Analysis
Eunbi Le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viewing behavior of binge-watching on 

YouTube, which is spread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and aims to conduct an exploratory research through user 

behavior data. Accordingly, this study set the three variables of viewing 

amount, viewing continuity, and concent homogeneity as key variabl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d log data based on previously 

collected data. In addition to demographic variables,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further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variables such as cultural capital and time sense, and YouTube 

binge-watching. 

   The results showed that YouTube users generally did not appear to 

have a high viewing amount contrary to what was assumed. However, 

there was a group of significant-sized users with a high level of 

viewing amount, which is measured up to the usage of television and 

smartphone, whereas a group of low level of viewing amount was also 

found. Viewing continuity also showed both significant-sized groups 

showing low and high continuous viewing behavior. Viewing continuity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 heavy-viewing group than in a 

light-viewing group. In case of genre homogeneity, an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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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content homogeneity in this study, the level was lower in 

a heavy-viewing group. Nonetheless, users with both high viewing 

amount and high genre homogeneity were also spotted. As a result of a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and user 

characteristic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age, and a level of educa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with 

cultural capital and time sense was not foun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of all, 

binge-watching behavior on YouTube has not yet become the 

normative way of consuming media content but was found to be a 

unique phenomenon of a specific group. Secondly, while binge-watching 

on YouTube satisfies the viewing amount and viewing continuity in a 

conceptual level, content homogeneity and those two variable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Nevertheless,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binge-watching on YouTube shows more than one viewing pattern. 

Lastly, in terms of service characteristics, YouTube can induce a unique 

viewing pattern regarding content homogeneity or diversity. Compared 

to Netflix and other media, it is possible to propose a hypothesis that 

the usage pattern of binge-watching on YouTube could show “the third 

behavior pattern”.

keywords : binge-watching, YouTube, media use, viewing amount, 

viewing continuity, content homogeneity, genre diversity, cultural capital, 

time sense, log data analysis

Student Number : 2018-2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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