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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1) to analyze the behavioral intention and use behavior 
among the consumers of online home training contents via YouTube by employing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2)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s of risk perception toward the coronavirus (COVID-19) infection, 
and 3) to test differential impacts of generational difference across millennial and baby 
boom generations. METHODS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83 
sampl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excluding 17 incomplete respons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and AMOS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1) the 
performance expectancy, the effort expectancy, and the social influence had positive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2)the facilitating condition had negative effects on 
the use behavior; (3) the behavioral intention had positive impact on the use behavior. 
Moreover, the risk perception toward the COVID-19 infection did not have moderating 
impacts on the UTAUT model, whereas generational differences did.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arketing strategy that improves exercise performance, 
convenience, and social influencing factors may be key to home training customers' 
behavioral intention and use behavior. Furthermore, home training material makers 
should recognize that the features and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he two generations 
are distinct and develop a separate marketing strategy for each.

서론서론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심각한 전 세계적 확산 수준에 따라 감염병 경보 단계
의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 세계 감염병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Ha & Kim, 2020).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수많
은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비대
면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그 예로는 온라인 교육, 비

대면 원격의료, 재택근무, 홈트레이닝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
는 언택트(untact) 활동들이 있으며(Lee, 2021b), 이러한 비대면 활동
들은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Won, 2020). 또한 COVID-19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초지능의 실현을 앞당김으로써 ‘언택트’를 일상화하는 뉴노
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기술 개
발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멘텀 확보가 중요한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Bae & Shin, 2020). 이처럼 COVID-19은 사회 패
러다임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인류로 하여금 그 변화를 인정하게 했
으며, 그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응할 사회구조 재편 작업에 착수하게끔 
만들었다(Nam, 2020). COVID-19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비대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COVID-19을 
극복한 이후에도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문화적 현상이 주도를 이룰 것
이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Yun Ji Jeong, Jun Hyeok Kang and Joon Sung Le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2, 33(2), 211-227 
https://doi.org/10.24985/kjss.2022.33.2.211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4985/kjss.2022.33.2.211&domain=pdf&date_stamp=2022-06-30


212

무엇보다도,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나 홀로’의 삶이 사회성 부족이
라 지적받던 사회적 분위기가 오늘날의 감염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
황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혼자 있어야 한다는 ‘집단적 비대면’의 
시대상으로 변화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Nam, 2020).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 환경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COVID-19과 같은 감염병
의 위험으로 인해 비대면 추세가 강화되고 지속됨에 따라 스포츠 활
동은 위축되었고, 이러한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실내에서 하
는 홈트레이닝과 같은 비대면 신체활동이 급부상하게 되었다(Back et 
al., 2020).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시간
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도적 방식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운동 프로
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현대인의 운동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다(Roh & Kim, 2020). 

이러한 홈트레이닝 산업은 COVID-19의 여파에 따라 눈부신 성장
을 거두고 있다. 20대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홈트레이
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홈트레이닝을 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0).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홈트레이
닝 가속화와 소비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홈트레이닝과 관련
된 평균 소셜 언급량은 2019년 평균 언급량에 비해 137.8% 급증하였
으며, 2차·3차 대유행의 시점에서도 역시 언급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Lee, 2021e). 이러한 결과들은 홈트레이닝이 유행병 감염의 위험
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문화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해 보이며
(Kwon et al., 2021),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병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
운데 홈트레이닝의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Kim, 2020; Lee, 
2021d). 이에 홈트레이닝 관련 소비가 점차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향
후 마케팅 전략과 분석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다양한 홈트레이닝의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플랫
폼에 집중하면서 그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ark et al., 2020).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운동참여자
들 중 3분의 1가량이 유튜브 콘텐츠를 홈트레이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2022). 또한 2018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홈트
레이닝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는 사람들이 2018년 58.8%에서 2021년
에는 79.8%로 훨씬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정보검색을 위한 
채널로써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Lee, 2021c).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했을 때 집에서 유
용하게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환경이 여가 활동의 핵심 플랫폼
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홈트레이닝 기
기 사용의도와 관련된 연구(Park et al., 2021), 홈트레이닝 채널 분석
에 관한 연구(Lee & Kwak, 2020), 홈트레이닝의 서비스 품질, 운동
만족, 재이용에 관한 연구(Cho, 2020) 등 홈트레이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활동과 집합 
그리고 이동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를 통
한 홈트레이닝의 사용이 증가했음에도,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수용의도와 사용행동 및 COVID-19이라는 상황적 요인 즉 지각된 감
염의 위험성과 더불어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은 COVID-19 상황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곧 홈트레이닝과 사람들이 인지하는 COVID-19 감염
에 대한 위험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주목받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Kim & Lee, 2021; 
Bae & Jeong, 2021; Yoon & An, 2021; Lee et al., 2021)가 이
루어지고 있다. 실로, 홈트레이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COVID-19으로 인한 운동공간의 제약 때문에(57.5%), COVID-19 
전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54.4%) 라는 이유와 같이 COVID-19 감염
의 우려라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해 홈트레이닝을 한다는 응답이 다
수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Lee, 2021c). 이러한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과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추어볼 때 홈트레이닝 이용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기에 현
재의 추세를 이어받아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와 같은 COVID-19 상황에서의 홈트레이닝 참여에도 세대
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차이에 따른 분석은 홈트레이닝 참여자의 
세대별 특성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세대별 차이 따른 분
석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홈트레이닝의 주요 소
비층은 '덤벨 이코노미'를 이끄는 2030세대로 인식되나, COVID-19 
이후 40대 역시 홈트레이닝의 중심이 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며
(Lee, 2021a) 5060세대의 온라인 콘텐츠 시청이 증가함에 따라 홈트
레이닝을 시도하는 빈도 역시 42%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Kim, 
2021).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경험은 다
를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하는 인구집단으로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하여 홈
트레이닝 참여 차이의 양상을 비교해볼 가치가 있다(Han, 2019). 즉, 
세대별 각기 다른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경험의 차이는 여가생활에서
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참여자가 인지하는 
COVID-19 감염에 대한 위험성과 세대별 차이에 따라 홈트레이닝 
참여에 대한 수용의도와 사용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
의 모델로서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모델을 채택하였다. UTAUT 모델은 기존의 정보기술 수
용과 관련된 8가지 이론이 통합되어 Venkatech et al.(2003)에 의해 
정립된 모델로 다른 ICT 기술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합으로 이
루어져 있기에 정보 기술수용연구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Kang 
& Kim, 2016). Venkatech et al.(2003)은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그리고 사회적 영향
(social influence)을 수용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이 기술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으며,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촉진조건(facilitation condition)
을 제시하였다. 이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UTAUT 모형의 높은 설득력
이 가지는 장점을 이용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스포츠 웨
어러블 디바이스와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Ahn & Yoon, 2021; Chun & Lim, 2017),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들
이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홈트레이닝 콘텐츠 수용에 있
어 UTAUT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UTAUT 모
델을 이용해 기존 기술수용의도 모형에서는 살펴보지 못했던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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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콘텐츠 수용의도와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
를 연구함으로써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비대면 운동 콘텐츠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바탕으로 유
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수용의도와 사용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
향,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감염 위험성
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참여자의 사
용행동에 대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밀
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을 분석하여 각 세대가 홈트레이닝을 사용하는 의도를 파
악하고 나아가 세대별 맞춤식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수용의도 및 사
용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UTAUT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변수로
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성
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조
건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를 알아보고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1. UTAUT 모델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간의 관계
정보기술 수용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던 이론들에는 기술수

용모델(TAM)과 그 모체인 합리행동이론(TRA), 그리고 계획행동이론
(TPB)과 같은 모델이 존재하나, 기존의 모델들은 복잡한 ICT환경에
서 상호관계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기에 UTAUT 모델이 제
안되었다(Chun et al., 2016). UTAUT 모델은 정보기술의 수용의도
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Venkatech et al.(2003)가 기술수
용모형(TAM), 합리적 행위이론(TRA), 계획된 행위이론(TPB), 동기모
형(MM), TAM과 TPB의 통합이론(C-TAM-TPB), 사회인지이론(SCT), 
PC활용모형(MPCU), 혁신확산이론(IDT)의 8가지 이론과 모형을 통
합하여 제안한 모델이다(Nair et al., 2015). UTAUT 모델은 ICT환경 

아래에서 사용자의 기술수용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며, 상기한 다른 모델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므로 온라인 콘텐
츠를 통한 홈트레이닝과 같은 기술수용의도를 가장 종합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을 가진다. UTAUT 모델은 기술수용의도, 즉 사
용하려는 행동의도 및 사용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성과기대, 노
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의 4가지 요인을 제안한다. 성과기대
(performance expectancy)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성과 향상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고 번거롭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사
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는 개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Venkatech 
et al., 2003). 한편, 촉진조건은 새로운 기술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
회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데(Venkatech et 
al., 2003),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Venkatech et al.(2003)은 UTAUT 모델에서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시스템 및 신기술의 사용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Oh, 2010; Park & Ahn, 2012).

이러한 UTAUT의 핵심 변인으로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
향, 촉진조건은 주요 정보기술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Sun et al.(2014)은 
모바일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UTAUT 모
델을 적용하였고, UTAUT의 핵심 변인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은 모바일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촉진조건과 수용의도가 모바일 패션애플리케이션 사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Chun et al.(2016)은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UTAUT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
다. 즉,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최신 정보기술 접목 플랫폼
의 선두주자로서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수용의도에 성과기대
와 노력기대 그리고 사회적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하였으며, 사용행동에 촉진조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수용의도와 사용행동 간의 관계
Ajzen & Madden(1986)은 행동의 선행 변수로서 의도는 확신이 아

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개인의 의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열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소비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태도 및 행동의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과정을 설명하기Fig. 1. The proposed hypothetical model 

An Analysis of Online Home Training Contents Users’ Behavioral Intention and Use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2, 33(2), 211-227

http://kjss.sports.re.kr


214

에 Fishbein & Ajzen(1977)이 제안한 합리적 행동이론이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Sa et al.(2019)은 스크린 스포츠 수용의도를 느
끼게 되면 실제 사용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으며, Oh(2015)는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구매의도가 실제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행동 이전의 태도인 구매의도는 실제 어플
리케이션의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선행요인이 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수용의도가 실제 사용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5.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수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UTAUT 모델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위험(risk)은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
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Weinstein, 1988). 특히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지각된 
위험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직감으로 인해 위
험 상황을 판단하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Slovic et al., 1982). 
COVID-19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선
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비
대면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데, Allo(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COVID-19 상황에서 비
대면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학생들은 비
대면 수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Choi(2020)는 COVID-19의 위험지각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으로 대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Oh(2020)는 
COVID-19으로 인한 위험을 높이 지각하는 소비자일수록 무인점포
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 이용의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COVID-19의 위험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대외활동
을 회피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감염
에 대한 위험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홈트레이닝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성이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은 유튜브 홈트레이
닝 콘텐츠에 대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조건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관계
를 조절할 것이다.

4.  UTAUT 모델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서 
세대별 차이

세대별 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행동의 차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고 있는데, 이는 세대별 특성이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Cho et al., 2015). Kim & Lee(2020)는 밀레니얼 세
대와 기성세대의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밀레
니얼 세대는 자아적, 감성적 가치가 기성세대보다 높고 자신의 소비가

치에 기반하여 구매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Kim & Huh(2007)
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의 소비가치관을 비교하고 분석하였
는데,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비해 다양성을 더욱 허용한
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두 개의 인구집단
으로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의미는 크다(Han, 
2019). 먼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마다 상이하겠지
만, 한국 경제 용어 사전에 서술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는 1980
년대 초(1980~1982)부터 2000년대 초(2000~2004)까지 출생한 세대
를 일컫는다. 이 세대는 디지털 매체를 배경으로 성장한 세대로서 청소
년 시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SNS, 모바일, 정보기술 등에 능통하여 디
지털 친밀감(digital intimacy)이 깊은 세대로 알려져있다(Jo, 2020).

반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하는 시기에 출생한 집단을 일컫
는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적인 노동만을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활한 세대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시기적 기준의 정의는 지역마다 다른 가운데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
(Choi, 2010).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경제 호황기의 중심에 선 세
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년기에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는 시대적 상황
을 경험하고 청년기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경험한 세대이며, 부모
의 봉양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젊음을 누리지 못한 세대이기
도 하다.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는 불행한 세대
일 수도 있고 여유로운 세대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어지기 위하여 취미활동과 같은 소비활동에 적극적이기에(Cho et 
al., 2015) 소비자로서의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세대의 삶의 가치와 행동방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Kim & Kim, 2020) 유튜브
를 통한 홈트레이닝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조건이 사용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참여 경험이 있는 밀
레니얼 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로 설정하였다. 이때 Lee et al.(2021)
이 제안한 바와 같이 밀레니얼 세대의 범위를 1981년생부터 1995
년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를 1955년생부터 1963년생으로 규
정하였다. 표집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본 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으
며, 온라인 설문 플랫폼인 ‘Google docs’를 활용하여 제작된 설문지
를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400부를 배포하
였다. 그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총 
38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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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선
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UTAUT 모델의 척도, 지각된 위험
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된 모든 측정 변인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Venkatech et al.(2003)의 UTAUT 모델은 성과기대, 노력기
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4개의 외생변수와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2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자발성, 경험의 조
절변수가 부수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 4개의 문항개수는 성과기대 4개 문항, 노력기대 4개 문항, 
사회적 영향 2개 문항, 촉진조건 3개 문항 총 13개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내생변수는 수용의도 2개 문항, 사용행동 4개 문항을 유
튜브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절
변수인 지각된 위험성은 Prati et al.(2011)의 연구와 Girish(2020)
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4개 문항을 포함
하여 총 26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출처를 모두 해외 논
문에서 인용하였는데, 번역된 설문 문항의 경우 원 설문지에서 사
용된 문항과 비교하였을 때 원만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번역 
타당도를 검증해야 한다(Hunt,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 Hong(2000)의 번역 타당도에 대한 지침 안내에 따라서 설문 
문항에 대한 번역과 역번역을 한국어 및 영어에 모두 익숙한 스포
츠 경영학 박사 2인과 함께 총 2회 실시하였다. 이후, 스포츠 경영 

및 마케팅 전공 교수 2인을 포함한 총 4인이 모여 구성한 Review 
Panel에서 측정 문항에 대해 진행한 번역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번역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기
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한 온라인 설문지를 주
요 연구자가 직접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8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처리방법으로는 SPSS Ver 25.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
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행하였고, 측정도구 각 요인들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와 세대별(밀레니얼 세대 
vs 베이비붐 세대) 유튜브 홈트레이닝 수용의도 및 행동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
을 제작한 후 스포츠 경영 및 마케팅 분야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연
구원 1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다
음으로,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함으로써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R
은 .70 이상, AVE는 .50 이상을 적합기준으로 설정하였다(Lee & 
Lim, 2009). 더불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내적 일관성 정도
를 측정하였으며, 적합기준으로는 Nunnally(1967)이 제시한 .7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적합지수로
는 CMIN/DF, CFI, TLI, RMSEA, SRMR이 사용되었으며, 적합기
준은 CMIN/DF는 3 이하, C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
하, SRMR은 .05 이하로 설정하였다(Hu & Bentler, 1999; Kim, 
2004). 분석 결과 적합 지수는 χ²=466.989(p<.000), df=188, CMIN/
DF=2.484, CFI=.939, TLI=.925, RMSEA=.062, SRMR=.042로 나
타나 모두 적합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α 값이 .70 이상으로 기준값
을 충족하고 있어 각 요인별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검증된 최종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83)

Variables n Frequency 
(%)

Gender
Male 177 46.2

Female 206 53.8

Generation
Millennial 184 48.0

Baby boom 199 52.0

Frequency of 
participation

Once a week 148 38.6

Twice a week 91 23.8

Three times a week 89 23.2

More than four times a week 55 14.4

Period of 
participation

Less than a month 90 23.5

1-3 months 96 25.1

3-6 months 79 20.6

6 month-1 year 58 15.1

1 year-2 years 39 10.2

More than 2 years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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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
건, 수용의도, 사용행동, 지각된 위험성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
정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관계수는 Kline(2015)가 제시한 
기준인 .80을 모두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홈트레이닝 콘텐츠 이용자의 기
술수용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
통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의 하단부에 제시한 것
과 같이 χ²=404.494(p<.000), df=141, CMIN/DF=2.869, CFI=.936, 
TLI=.923, RMSEA=.070, SRMR=.044로 나타났으며, 모두 적합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입증하기에 적합한 연구모형
임을 보여주고 있다.

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가설 1의 유튜브를 통한 홈
트레이닝 이용자의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β=.260, t=2.286, p<.05). 가
설 2의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β=.447, 
t=4.966, p<.001). 가설 3의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사회
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β=.200, t=2.881, p<.01). 가설 4의 유튜브를통한 홈트레
이닝 이용자의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5의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
닝 이용자의 수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Dimension Items Estimate SE CR AVE α

Performance 
expectancy 

Doing exercises at home through YouTube will help me carry out my physical activities. .648 .200

.830 .551 .717
Doing exercises at home through YouTube will improve exercisability faster. .671 .290
Doing exercises at home through YouTube will enable me to improve my 
exercisability with minimal effort. .585 .456

Doing exercises at home through YouTube will save me time to improve my exercisability. .617 .354

Effort 
expectancy 

I will be able to clearly understand how to do exercises at home through YouTube. .726 .265

.889 .668 .829
I will be able to exercise at home skillfully through YouTube. .769 .247
It will be easy to learn how to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755 .294
It will be easy to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712 .285

Social 
influence 

People around me think I should use YouTube to exercise at home. .870 .187
.865 .762 .832

People who influence my behavior think I should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819 .260

Facilitating 
conditions 

I have the necessary knowledge to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664 .434
.792 .560 .712I can get the necessary guidance to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737 .296

Exercising at home through YouTube is compatible with the electronic devices I am using. .638 .365

Behavioral 
intention

I intend to continue to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in the future. .870 .173
.873 .774 .821

I am willing to recommend exercises at hom via YouTube to others in the future. .801 .235

Use behavior

I often use home workouts through YouTube. .866 .259

.927 .759 .923
I tend to use home workouts through YouTube regularly. .851 .353
I will continue to exercise at home through YouTube in the future. .887 .170
I am planning to exercise at home often through YouTube in the future. .879 .180

Perceived risk
I think COVID-19 is a serious situation. .750 .302

.866 .683 .808I think COVID-19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y life. .755 .284
I think COVID-19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fety of society. .789 .228

χ²=466.989, df=188, CMIN/DF=2.484, CFI=.939, TLI=.925, RMSEA=.062, SRMR=.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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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β=.831, t=13.164, p<.001). 위와 같은 결
과를 종합하자면,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홈트레이닝 수
용의도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모든 변인에 영향을 받으
며, 높은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그리고 사회적 영향은 홈트레이닝 수용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임이 밝혀졌다. 또한 홈트레이닝 사용행동은 
수용의도의 영향을 받으며, 홈트레이닝 수용의도는 사용행동까지 이
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주고 있다.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여섯 번째 가설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
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
해 다중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유튜브
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 
수준에 따른 분류에 있어 선행연구(Kim et al., 2019; Lee & Moon, 
2020)와 같이 평균값(4.15)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지각된 위험성의 저집단(n=187)과 고집단
(n=196)으로 분류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 후,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검증을 위해 분
류된 두 집단을 기준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유추정모형(Uncontrained model)과 측
정모형(Measurement model)의 비교를 통해 요인구조의 동일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가설검증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같은 경
로모형을 통한 다중모형집단의 비교가 이루어졌다(Jeong, 2017). 다
중집단 분석의 과정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Chi-square의 차이값과 더불어 CFI, TLI, RMSEA의 값을 살펴보았
다(Kim et al., 2017).

분석 결과, 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χ²=522.121(p=.000), 
df=282, CMIN/DF=1.851, CFI=.940, TLI=.928, RMSEA=.047
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수치 역시 χ²=529.545(p=.000), 
df=295, CMIN/DF=1.795, CFI=.942, TLI=.933, RMSEA=.046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적합도 수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
었다(Kim, 2004). 또한, χ²검증을 통해 두 집단간의 동일성 검증을 실
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χ²값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PE EE SI FC BI UB PR
PE 1
EE .595** 1
SI .539** .446** 1
FC .430** .599** .296** 1
BI .572** .596** .518** .579** 1
UB .508** .596** .484** .547** .763** 1
PR .161** .164** .142** .161** .262** .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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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s of mean & standard error

Variables M SE
PE 3.849 .538
EE 3.789 .634
SI 3.357 .817
FC 3.829 .643
BI 3.836 .761
UB 3.507 .895
PR 4.148 .686

Table 5.   Results of path analysis

Hypotheses Path β SE t Acceptance
H1 PE→BI .260 .217 2.286* Accepted
H2 EE→BI .447 .122 4.966*** Accepted
H3 SI→BI .200 .067 2.881** Accepted
H4 FC→UB .091 .080 1.658 Rejected
H5 BI→UB .831 .076 13.164*** Accepted

χ²=404.494, df=141, CMIN/DF=2.869, CFI=.936, TLI=.923, 
RMSEA=.070, SRMR=.044
*p<.05, **p<.01, ***p<.001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χ² df CMIN/DF CFI TLI RMSEA ∆χ²(∆df)
Unconstrained model 522.121 282 1.851 .940 .928 .047

7.424 (13)
Measurement model 529.545 295 1.795 .942 .933 .046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risk

Hypotheses Path
Low group (n1=187) High group (n2=196)

β SE t β SE t

H6

Performance expectancy → Behavioral intention .192 .288 1.198 .259 .326 1.606
Effort expectancy → Behavioral intention .460 .150 4.000*** .442 .184 3.250**

Social influence → Behavioral intention .265 .127 2.335* .193 .079 2.105*

Facilitating conditions → Use behavior .245 .118 2.889** .015 .102 .21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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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7.424, ∆df=13, p=.879). 따라서 측정동일성(교차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중집단 모형을 통해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
된 위험성의 저집단, 고집단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Yu, 2012), 세부사항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기준 확인 후,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요인적재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구조방정
식 모형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경로에 따
른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
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가설 6
의 결과,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은 UTAUT 모델의 핵
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조절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성과기대
와 수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
의 조절효과는 지각된 위험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력기대와 수용의도의 관
계에 있어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는 저집
단, 고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위험
성의 고집단에 비해 저집단에 있어 다소 큰 정(+)의 영향이 미치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각된 위험성이 낮은 경우(β=.460, 
t=4.000)가 지각된 위험성이 높은 경우(β=.442, t=3.250)에 비해 노
력기대와 수용의도의 경로에서 더욱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곧, 해당 관계에서 별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영향과 수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COVID-19 감
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지각된 위험성의 고집단에 비해 저집단에 있어 보다 큰 정
(+)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각된 위
험성이 낮은 경우(β=.265, t=2.335)가 지각된 위험성이 높은 경우(β
=.193, t=2.105)에 비해 사회적 영향과 수용의도의 경로에서 높은 값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관계에서 별도의 조절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촉진조건과 사용행동의 관
계에 있어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는 지각
된 위험성이 낮은 경우(β=.245, t=2.889)에 한정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성이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일곱 번째 가설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
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다중집단 분석
(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앞서 설정한 출생년도에 따
라 밀레니얼 세대(n=184)와 베이비붐 세대(n=199)로 분류하여 분
석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한 후, UTAUT 모델에 따른 수용의도 및 사
용행동의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두 집단 간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유추정모형(Unconstrained model)과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의 비교를 통해 요인구조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후, 분류된 두 집단을 기준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집단 분석의 과정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Chi-sqaure의 차이값과 CFI, TLI, RMSEA의 값을 살펴보
았다(Kim et al., 2017).

분석 결과, 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χ²=594.460(p=.000), 
df=282, CMIN/DF=2.108, CFI=.926, TLI=.911, RMSEA=.054
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수치 역시 χ²=611.507(p=.000), 
df=295, CMIN/DF=2.073 CFI=.925, TLI=.914, RMSEA=.053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적합도 수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
었다(Kim, 2004). 또한, χ²검증을 통해 두 집단간의 동일성 검증을 실
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χ²값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²=17.047, ∆df=13, p=.197). 따라서 측정동일성(교차타당성)
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중집단 모형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 따른 차이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Yu, 2012), 세부사항은 
<Table 8>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기준 확인 후,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의 요인적
재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그 차이에 대
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
는 세대별로 UTAUT 핵심 요인들에 있어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부
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가설 7의 결과,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
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성과기대는 밀레니얼 세대

Table 8.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χ² df CMIN/DF CFI TLI RMSEA ∆χ²(∆df)
Unconstrained model 594.460 282 2.108 .926 .911 .054

17.047 (13)
Measurement model 611.507 295 2.073 .925 .914 .053

Table 9.   Comparising results of generational difference

Hypotheses Path
Millennials (n1=184) Baby boom generation (n2=199)

β SE t β SE t

H7

Performance expectancy → Behavioral intention .429 .354 2.317* .158 .299 1.037
Effort expectancy → Behavioral intention .387 .201 2.832** .431 .151 3.478***

Social influence → Behavioral intention .053 .093 .506 .360 .106 3.577***

Facilitating conditions → Use behavior -.017 .131 -.218 .241 .094 3.1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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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하여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β=.429, t=2.317),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력기대는 밀레니얼 세대(β
=.387, t=2.832)와 베이비붐 세대(β=.431, t=3.478) 모두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영향은 
베이비붐 세대에 한정하여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β=.360, t=3.577),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수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촉진조건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 한정하여 사용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β=.241, t=3.110),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사용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논의

본 연구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 그리고 촉진조건이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세대별 차이에 따른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수
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UTAUT 모델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간의 논의

UTAUT 모델을 적용하여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수용의
도 및 사용행동을 분석한 결과, UTAUT 핵심 변인 중 성과기대, 노력
기대, 그리고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촉
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 중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처음 UTAUT 모델을 검증한 Venkatech et al.(2003)의 연구에서
도 검증되었음은 물론이고, UTAUT 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 문
헌연구를 실행한 Williams et al.(2015)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 93개의 UTAUT 모델 관련 연구에서도 성과기대가 수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국내 선행
연구 중에서는 Ahn & Yoon(2021)의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
용과 관련된 연구와 Sa et al.(2019)의 스크린 스포츠 수용의도와 관
련된 연구에서 성과기대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성과기대 변인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활동이나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2011).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운동하는 것이 본인 스
스로에게 유용하다고 인식할수록 향후 사용에 대한 의도가 더욱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튜브 홈트레이닝 채널의 운영자는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의 수용의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신체 및 건강 능력 향상 측면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운
동 성과를 강조하는 마케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 중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로는, 최초의 연구결과와 Wang & Shin(2009)의 연구를 비롯하여 노
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분석한 UTAUT 관
련 연구 110개 중 64개로 약 58%의 비중을 보인다(Williams et al. 
2015). 이와 같은 맥락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수용 의도에 
관련된 Chen & Lee(2020)의 연구와 Lee et al.(2016)의 연구에서 노
력기대가 디바이스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노력기대는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사
용할 때 용이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Yang et al., 2016). 즉, 홈
트레이닝 이용자가 유튜브를 통해 운동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 없이 쉽
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지할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누구나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높은 기능적 요소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 중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
은 맥락으로 Venkatech et al.(2003)의 연구와 Shin(2020)의 연
구결과를 비롯하여 사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분석한 UTAUT 활용 연구 115개 중 86개의 연구가 긍정적
인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약 75%의 검증 비율을 통해 사회적 영향
의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Williams et al. 2015). 더불어, 
Zheng(2015)의 모바일 헬스케어 수용에 관한 연구와 Chung & 
Jung(2013)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위의도에 관련된 연구에서 사
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본 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회적 영향은 나에게 중요한 타인
들이 내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Venkatech et al., 2003). 이러한 사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사용에 있어 준
거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여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Wang & Wang, 2010),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영
향력 있는 타인의 의견은 더욱 큰 결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Park 
& Ahn, 2012; Chun et al., 2016). 따라서 홈트레이닝 광고 또는 
홍보의 활성화가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주
변 친구나 지인의 추천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통해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 중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는 
Hoque & Sorwar(2017)의 온라인 헬스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Byun 
et al.(2017)의 온라인 스포츠 미디어 사용행동 분석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Oh(2015)의 어플리케이션 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 촉진조건은 앞선 나머지 3개의 변인들(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과는 다르게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Park & Ahn, 2012). 이러한 촉진조건은 홈트
레이닝 사용행동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나 탭, 데스크탑, 노트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
털 디바이스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현 시대의 소비자들은 유튜브
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고 이러한 촉진조건(기술 사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은 결국 큰 도움
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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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도와 사용행동 간의 논의

홈트레이닝 수용의도가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의도는 사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hung & Jung(2013)의 연구결과
와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수용의도가 실제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Park & Park(2017)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수용의도가 높은 이용자는 실제 사용행동으로 이어지게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보기술의 채택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잠재적 사용자의 욕구
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Wang et al., 2003). 따라서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기능
을 편리하게 조작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시간 절약 등 여러 면에서 유
용하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을 사용하는 데 있어 타인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 또는 영향력 있는 타
인의 추천이 존재한다면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용의도를 
유발하고 실제 사용행동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UTAUT 모델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
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한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기대와 수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COVID-19의 감염에 대
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위험성 지각 저집단과 고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관계에
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OVID-19의 감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감이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
닝에 기대하는 운동능력의 향상과는 별개의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홈트레이닝 참여에 대한 주요 사유로 COVID-19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상황적 요인
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외부적 배경의 원인으로서 기능하는 양상
이 더욱 큰 것이고, 이에 따라 운동 시간의 절약 및 능률 제고의 기대와
는 무관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모집단 전체
의 경우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위험지각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로계수의 경우 t=1.606로 나
타나 표본의 상태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기준선에 위치한 만큼 표본
의 대표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존재한다(Chun & Lim, 2017).

둘째, 노력기대와 수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COVID-19의 감염에 대
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위험지각 고집단에 비해 저집단
에 있어 다소 큰 정(+)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해
당 관계에서 별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사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홈트레이닝은 그 운동 난이도와 접근성에 있어 강점을 보이며 콘텐츠 
참여 방식에 유용함을 보이고 있다. 실로, 운동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홈트레이닝의 운동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Lee, 2021c). 따라서, COVID-19의 사회적인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콘텐츠 이용에 대한 명료함이 
더욱 인정됨에 따라 수용의도에 일반적으로 유의한 정(+)의 흐름이 나
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영향과 수용의도의 관계에 있어 COVID-19의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위험지각 고집단에 비해 저집
단에 있어 보다 큰 정(+)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해당 관계에서 별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
회적 영향의 특성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맥락에서 기인함을 고려하였을 때, 홈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이미 COVID-19에 대한 우려를 포괄하여 주변인과의 소통을 통해 콘
텐츠를 선택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19 감염에 대한 위험성의 지각은 사회적 영향
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
나 비중 있는 역할을 맡지는 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촉진조건과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COVID-19의 감염에 대
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의 경우, 위험지각 저집단에 한정하여 유
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날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해당 관계에
서 별도의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유튜
브라는 플랫폼이 매우 대중적이며 관련된 지식과 안내가 충분한 상
황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COVID-19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은 집
단이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COVID-19에 대한 염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대비를 이루고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는, 홈트레이닝에 대한 지식과 안
내, 혹은 가용 자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홈트레이
닝에 대한 인식과 크게 결부되지는 않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COVID-19의 위협이라는 지각된 위험성은 UTAUT 모
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조절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곧 COVID-19가 유
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이용에 하나의 배경적 원인으로 지목될 수
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조절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할 수
는 없음을 의미한다.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위험성에 대한 국
민들의 인식은 무감각해졌으며 특히, 젊은 층의 관심도가 매우 낮아
진 것을 볼 수 있다(Kim, 2021). 어떠한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각
심은 풀어지기 마련이다.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해도 무신경
하게 넘어가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COVID-19의 전파력은 매우 높으나 치사율은 낮은 의학적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들은 COVID-19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
은 가지고 있지만(Kim et al., 2021) 비대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에 COVID-19의 위협이 수용의도 또는 사용행
동에 조절변수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는, 홈트레
이닝 시장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 및 영상 소비가 보편화되었으며 동시
에 COVID-19의 영향이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의 도래에 따
라 이전에는 인지되었던 COVID-19의 우려가 현재로서는 일반적으
로 수용되고 이에 관련된 흐름이 이전의 예측과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UTAUT 모델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에 대한 논의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에 대한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
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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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의 양상
에서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기대는 밀레니얼 세대에 한정하여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
용자의 연령대에 있어 나이가 어린 이용자의 성과기대가 높을수록 서
비스 행위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한 Lee & Sung(2017)의 주장
을 긍정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유튜브 등의 무료 동영상 서비스가 일
상적인 미디어로 활용되는 등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으며(Lee & Sung, 2017),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유
튜버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분야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
승하여 소비 결정에도 매우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Song, 
2018). 또한, 웨어러블 스마트헬스케어 기기의 수용의도에 있어 청년
집단이 장년집단에 비해 성과기대가 수용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한 Baek et al.(2015)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운동 및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성
과기대의 차이가 세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즉, 전
통적인 미디어 매체 또는 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신뢰하는 베이비붐 세
대 등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홈
트레이닝의 참여에 있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이 자극될수록 수용의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력기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모두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대에 관
계없이 홈트레이닝의 참여에 있어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이용이 용이
하며 접근이 간단함을 인지하고 이에 수용의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
이 미치게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보다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
하게 나타났다. 이는 UTAUT 모형 아래 비대면 챗봇 서비스 수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연령을 조절변인으로 활용하여 저연령 
그룹이 고연령 그룹에 비해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한 Kim et al.(201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소비에 익숙한 '테크노부머 시니어'의 숫자가 증
가함에 따라 '뉴시니어', '오팔세대(Old People with Active Lives)'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Lee, 2020), 디지털 라이프에 대한 
습득 상황이 점차 진보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홈
트레이닝과 같은 달라진 형태의 온라인 취미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대
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Jang, 2020) 베이비붐 세대가 유튜브
라는 플랫폼의 접근성 측면에 있어 홈트레이닝에 대해 더욱 높은 학습
인지를 보이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영향은 베이비붐 세대에 한정하여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 성
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집단주의적이고 
가족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다(Kim & Kim, 2020). 실로,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시니어 계층은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가족 또는 의미 있
는 타인으로부터의 도움, 곧 사회적 지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Lee & Ryu, 2018), 레저스마트기기와 같은 발전된 헬스
케어 방안의 사용의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자녀 혹은 주변인의 추
천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있다(Lee et al., 
2020). 이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홈트레이닝 역시 
독립적이고 개인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베이
비붐 세대의 경우 사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촉진조건은 베이비붐 세대에 한정하여 사용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어린 시
절부터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복잡
한 기기 사용 행태를 보이며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Lee et al., 2017). 이에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지식 및 가용 자원에 대해 이미 익숙함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촉
진조건의 상황은 유튜브 홈트레이닝에 대한 사용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최근에 들어
서야 모바일 및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유튜브 홈트레이닝에 관련된 전자기기의 유무, 지식 및 안내 등
의 사용 가능한 자원의 상태가 이용행동에 크게 소구될 수 있을 가능
성이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유튜브 홈트레이닝 채널의 제작자 및 운영자는 성과기
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의 상황이 세대별로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수
립 방안을 각기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성과
기대가 높을수록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튜
브를 통해 홈트레이닝을 수행하였을 때 신체적/건강의 측면에서 더욱 
높은 운동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어필하는 홍보의 안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하여 운동의 다양성 및 운동능력 향상 상황을 내세우는 홈
트레이닝의 기능적 요인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젊은 그룹을 상대로 전문가 진단 및 운동 일지 작성과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Kim et al., 2019).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사회적 
영향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 및 동료 집단
의 추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
를 위해서는 주요타자와의 연계가 부족한 유튜브 채널의 약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Bae, 2021) 고령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운동제
품 제공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제안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촉진조건이 사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디지털 서비스 환경이 베이비붐 세대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실시간으로 소통을 시행할 수 
있는 시니어 전용 채널 등을 개설하여 손쉽게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가히 홈트레이닝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화두가 되고있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의 수
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바탕
으로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수용의도와 사용행동의 관
계를 분석하고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및 세대별 차이(밀레니얼 세
대, 베이비붐 세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지를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 및 다중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 중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
향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보기술수용 관련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Venkatech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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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홈
트레이닝을 하는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운동하는 것이 유용함과 
편리함을 느낄수록 홈트레이닝 수용의도가 높아지며, 홈트레이닝 수
용의도를 높이는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의 제작자 및 운영자는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의 수용의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능력과 운
동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과 편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유
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을 이용하는 데 있어 영향력 있는 타인의 영
향이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사회적 영향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이용 촉진에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
에 있어 COVID-19의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의 경
우,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절효과
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이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의 이용에 하나의 배경적인 원인으로는 지목될 수 있으나 
COVID-19의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이 홈트레이닝을 수용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조절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즉,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미 뉴 노멀 시대
를 수용해버린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은 무감각해졌으며, 이에 관련된 흐름이 이전의 예측과는 달라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
에 있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의 차이 검증의 경우,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의 양상에서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게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TAUT 핵심 변인들이 세대
별로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성과기대를 강조할 수 있는, 즉 
운동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어필하는 마케팅 방안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홈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 가족
이나 친구 등 타인의 영향과 디지털 서비스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므로 타인의 추천을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니어 계층의 
홈트레이닝 이용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가히 홈트레이닝 열
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들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UTAUT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UTAUT 모
델 상에서 COVID-19의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를 처음으
로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는 스포츠 
경영 및 마케팅 문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 제작자 및 운영자들은 유튜
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사용에 있어 두 세대에게 필요한 요소 및 인프
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세대에 따른 마케팅 전략 방안을 달
리 세움으로써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을 높이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과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UTAUT 
모델은 기술수용에 있어 정보통신과 관련된 변수 외에도 해당 분야

의 특정한 환경에서 필요한 요인을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Oh, 2015; Chun & Lim, 2017).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홈트레이닝 콘텐츠 소비자의 운동 목적 및 동기와 관련된 변
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어, 운동 참여자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운동지속성이나 수행결과는 다르게 되는데 
이는 성취목표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수행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Kim, 2021). 즉, 목표 설정 과정은 운동 참여에 있어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운동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
날 수 있기에 운동참여자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홈트레이닝 수요
의도 및 사용행동의 영향을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과 세대
별 차이에 따른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조절변수 외에도 Venkatech et al.(2003)가 제안한 UTAUT 모
델과 같이 성별, 나이, 경험, 그리고 사용자의 자발성을 조절변수로 설
정하여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홈트레이닝 콘텐츠는 무료 영상 
콘텐츠가 대다수이므로 디지털, AR/VR 플랫폼을 이용한 홈트레이닝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또한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Y. J. Jeong, J. H. Kang and J. 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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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UT 모델을 적용한 온라인 홈트레이닝 

콘텐츠 이용자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 분석: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및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주요어 
UTAUT 모델, 홈트레이닝, 지각된 감염 위험성,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붐 세대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통한 홈트레이닝 이용자의 수용의도와 사용행동
을 분석하고 해당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성의 조절효과 분석과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방법] 총 4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결측치가 발생한 17부를 제외한 후 38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5.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인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인 노력기대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UTAUT 모델의 핵
심 변인인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인 촉진
조건은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COVID-19 감염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은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수용의도 및 사
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조절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UTAUT 모델의 핵심 변인들
과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의 관계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성과, 편의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홈트레이닝 이용
자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홈트레이닝 콘텐츠 제작자 및 운영자들은 유튜브
를 통한 홈트레이닝 사용에 있어 두 세대에게 필요한 요소 및 인프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세대에 따른 마케팅 
전략 방안을 달리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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