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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demand for home training, with 
exercises or workouts at home, has steadily increased. As a result, the popularity of 
home training YouTube content, which shows how to use exercise equipment or 
workouts without professional influence, has also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YouTube home training content (specialization, 
diversity, and interaction), personal health awareness, exercise awareness, and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to identify which required exercise continuation 
intention through YouTube home training. METHODS SPSS and AMOS software 
were used to conduct frequency, reliabilit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s 
well as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is and construc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First, health and exercise awar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confirmation. 
Secon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home training content, only specia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Third, confirm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viewing satisfaction,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viewing satisfaction and exercise continuation intention, 
and viewing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xercise continuation intention, 
which proved the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in this study. CONCLUSIONS To 
increase exercise continuation intention through home training YouTube content, 
creators need to produce professional content that can stimulate viewers' internal 
motivation.

서론서론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이유
로 공공 또는 사설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22)에 따르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2019년 
매출액이 2,198 십억 원에서 2020년 757십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반
면, 재택근무 시간의 증가와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코로나블루’, ‘확
찐자’, ‘어? 코로난가?’, ‘상상코로나’ 등과 같은 신조어가 일상어가 될 
정도로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자연

스럽게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매트운동, 스트레칭, 요가 등의 동
영상 콘텐츠가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Yun & Kim, 2021). 이
와 함께 인공지능(AI) 운동코칭서비스, 동작인식 카메라를 활용한 운동 
코칭 서비스,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
스가 등장하면서 홈트레이닝(home training) 관련 소비와 수요는 점점 
가속되고 있다(Kwon et al., 2021). 

최근 유튜브,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 등
장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이 향상
하였다(Lee & Kwak, 2020). 그로 인해 홈트레이닝은 온라인 플랫폼
에 사전에 녹화된 영상만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시
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으로 콘텐츠가 확장되었다
(Jeon & Pan, 2020).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은 기존의 미디어와 비교
하여 볼 때,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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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생산자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중인 또 다른 구독자들 간 소통 기능
이 강화된 것이다(Yun & Kim, 2021). 무엇보다도 다시 보기가 편리
하고, 개인의 원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편집된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
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기에 높은 성장세가 이
어지고 있다(Choi, 2020; Jang, 2020). 이러한 장점은 홈트레이닝이 
갖는 이점과 같기에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운동 
관련 콘텐츠와 참여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Park, 2021). 하지만 이러
한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운동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Yang, 2021). 따라서 유튜브 운동관련 콘텐츠를 시청 후 
어떠한 요소가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운동지속의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 또는 의식 그리
고 동기 수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속에서도 운동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의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의
식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건강 증진행
위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Hagger & Prrotogerou, 2020; 
Michaelidou & Hassan, 2008; van Sluijs et al., 2007). 즉, 건강과 
운동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특히, 코로
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의 여가활동
을 제한하였고, 공공문화규범을 따르지 않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공동
체적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의식과 운동의식
은 특정 개인이 일상생활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과 운동 
활동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는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연하면 건강의식은 여가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
해 행하고 있는 자유의지와 건강증진활동이며, 운동의식은 사회공동
체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이 운동 시 지켜야 할 규범 또
는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심리학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운동콘텐츠 시청 시 어떤 의식 수준이 운동지속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운동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외적인 요인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중적 생활 스포츠 참여 활동에 제약이 따
르자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현상이 증가하였고(Cheong et al., 2021), 그
로 인해 홈트레이닝 관련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하는 유튜버들의 활동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Park, 2021; Yun & Kim, 2021). 이처럼 하루
에도 수많은 영상이 경쟁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대중
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다채로운 운동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2020; Na et al., 2021). 또한, 잘못된 
운동 자세와 동작은 운동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Hong, 2022),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운동수행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
에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이 갖는 가장 큰 강점 중 하
나는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는 댓글창과 좋아요 클릭 횟수 또는 구독상태 등을 통해 시
청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더욱 
높은 상호작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Lee & Sung, 2018; Roh & Kim, 
2020) 이는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서 실현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던 요소라는 점에서 유튜브가 갖는 독특한 특성 또는 강점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튜브 콘텐츠의 전문성, 다양성 그리
고 상호작용성은 홈트레이닝 콘텐츠 자체의 품질과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지표로 설정할 수 있겠다. 

기대확신모형(expectation-confirmation model)은 혁신이 빠르
게 이뤄지고 있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후의 확신(confirmation),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만족(satisfaction), 그리고 지속적 사용의도
(continuance intention)의 구조로 설명한 모형이다(Bhattacherjee, 
2001). 이때 기대확신모형에서는 사용 후의 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초점을 맞춤 개념이다(Lee et 
al., 2020). 그 이유는 소비자의 기대는 최초 소비 경험일 때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변 정보 등에 의해 형성되지만, 구매 후 기대는 
자신의 경험이나 시간 등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이다(Han, 2014). 따
라서 기대 수준은 확신과 지각된 유용성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확신이라는 개념은 사용 후 발생한 성과에 대한 기대 편익 또는 효과
를 의미한다(Jo et al., 2016; Lee et al., 2020).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le: TAM)에서 차용된 개
념으로, 사용 후 성과에 대한 축적된 효용 가치 또는 신념으로 정의된
다(Bhattacherjee et al., 2008; Joo et al., 2018). 그리고 경험 후 인
지된 확신과 유용성을 바탕으로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행동의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기대확신모형의 핵심이다(Han, 2014; 
Nam,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만족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총체적인 감정 또는 느낌으로 정의된다(Islam et al., 2017).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Bhattacherjee(2001)가 제시한 기대확신모
형을 발전시키기 위해 TAM모형 또는 가치기반수용모형(value based 
adoption model)과 같은 새로운 모형을 통합시키거나(Jo et al., 
2016), 오락성, 신뢰성 등과 같은 서비스특성요인(Lee et al., 2019) 
또는 혁신성, 헬스리터러시 능력, 유희성,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Joo et al., 2018; Nam, 2019) 
등을 추가하여 기대확신모형을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렇듯 기대확신모형은 개인의 내적요소뿐만 아니라 행동변화를 시
킬 수 있는 외적요소를 추가하여 확장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유튜브 시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요소로 개인의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을 추가하고, 외적요인
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운동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다양
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적용하여 기대확신모형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때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은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확신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변수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브 운동
콘텐츠 전문성, 다양성, 상호작용의 경우 영상물 시청에 대한 용이성 
또는 수용성 등을 높여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변수들이 지각된 유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가설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술적으로 기대확신모형의 이론적 확장에 이바지하고, 실무적으로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튜브의 활용 방안과 크리에이터의 역할 그
리고 운동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홈트레이닝이 급격히 유행
하였고, 전문적인 운동법을 숙지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청하려는 인구
가 늘어났다. 유튜브에는 타바타, 헬스, 스트레칭, 요가, 다이어트 댄
스 등의 다양한 홈트레이닝 관련 콘텐츠가 매일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즐겁게 관리할 수 있는 헬
시 플레져(healthy pleasure)를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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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요인을 건
강의식과 운동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가정을 세웠고, 홈트레이닝 콘텐
츠 특성으로는 전문성, 다양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가설을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Bhattacherjee(2001)이 제시한 기대확신모형을 확장하
고자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내적요인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은 확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
성인 전문성, 다양성, 상호작용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홈트레이닝 유튜브 시청자의 
기대확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신은 지각된 유용성과 시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은 시청만족과 운동지속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청만족은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집단은 홈트레이닝 유튜브 콘텐츠
를 1개월 이상 구독하고, 콘텐츠 시청 후 운동 참여 경험이 있는 10
대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전에 운동 관
련 유튜브 콘텐츠 구독 여부와 구독 기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참
여자가 운동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한 후 운동한 경험이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였고, 만약 시청 후 운동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설문대
상에 제외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
명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이
때, 오프라인 설문지의 경우 기입 방식, 글자 및 화면 크기 그리고 등
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이뤄졌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응답방법으로는 편의표본추출
법(convenient sampling method)를 이용하였고, 자기평가기입방식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사용하였다. 총 462부의 설문지
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설문문항에 대한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
한 응답으로 누락 된 18부를 제외한 총 444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도구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 나
이, 직업, 주요구독채널, 구독 후 운동참여기간 그리고 시청빈도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개인의 건강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Dutta-Bergman(2004)
에서 사용한 건강의식 척도를 Park(2016)이 번안한 설문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건강
하게 사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
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질병예방에 신경쓴다.’ 그리고 ‘나의 건강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로 총 3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운동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Chon & 
Park(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관여 의식(involvement recognition)
의 2개의 설문문항을 번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설문문항은 ‘코로나19 감염이 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

Fig. 1. 연구모형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205 46.2

Female 239 53.8

Age

10s 33 7.4

20s 143 32.2

30s 173 39.0

40s 95 21.4

Occupation

Permanent employee 161 36.3

Non-regular workers 109 24.5

Self-employed 38 8.6

Housewife 62 14.0

Student 74 16.7

Major
subscription

channels

Health (fitness, tabata, muscle exercise, etc.) 168 37.8

Pilates 44 9.9

Dance (aerobic, broadcast dance, etc.) 47 10.6

Yoga 95 21.4

Golf 90 20.3

Exercise 
participation 
period after 
subscription

More than 1 month to less than 3 months 154 34.7

More than 3 months to less than 6 months 95 21.4

More than six months to 12 months or less 136 30.6

More than 12 months 59 13.3

Frequency 
of viewing

Once a week 40 9.0

Twice a week 197 44.4

Three times a week 178 40.1

At least four times a week 2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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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총 2문항이지만, 설
문내용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보다 개인위생관리를 더 신경을 쓰며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를 
추가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Choi et al.(2020)의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설문문항은 ‘능숙하게 진행한다.’, ‘전문성을 위해 노력한다.’, 
‘프로다운 자세로 임한다.’, ‘콘텐츠에 자부심이 있다.’, ‘훌륭한 운동 
실력을 갖추고 있다.’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Kim(2020), Yang(2021), Lee & 
Sung(2018) 그리고 Lee et al.(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운동콘텐츠의 소재와 형식이 다양하다.’, ‘내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운동콘텐츠가 제공된다.’, ‘참신한 운동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청자의 수준을 반영한 운동콘텐츠를 제공한다.’, ‘다양
한 재생목록(예: 운동루틴, V-log, 기초운동법, 운동챌린지 등)을 가
지고 있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Yang(2021)와 Hwang(2018)
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댓글창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한다.’, 
‘댓글에 신속하게 답장해준다.’, ‘댓글창에 제시한 의견과 내용을 잘 
수용한다.’, ‘자유롭게 댓글을 달고 질문할 수 있다.’로 총 4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Joo et al.(2018)과 Han(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콘텐츠 이용경험은 개대 이상이다.’, ‘콘
텐츠 수준은 기대 이상이다.’, ‘콘텐츠는 나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
켰다.’ 총 3개로 구성하였다. 

여덟째,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Joo et al.(2018)의 연구
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콘텐츠는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 느껴졌다.’, 
‘콘텐츠는 나의 건강과 웰빙라이프에 도움을 줄 것이라 느껴졌다.’, 
‘콘텐츠는 나의 운동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이라 느껴졌다.’, ‘콘텐츠는 
내게 유용할 것이라고 느껴졌다.’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홉째, 시청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et al.(2018)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번안한 뒤, Kim(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전반
적으로 만족한다.’, ‘콘텐츠 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은 옳았다.’, ‘시청
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꼈다.’, ‘시청하기를 잘 했다고 느낀다.’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Yang(2021)과 Joo et 
al.(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앞으로도 이용할 것이다.’, 
‘더 자주 이용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용할 것이다.’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처리방법은 SPSS 23.0과 AMOS 22.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지를 SPSS 23.0으로 연구대상자의 일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results

Factors 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error CR AVE α

Health 
awareness 

1 .956 .095

.964 .900 .9672 .927 .154

3 .976 .053

Exercise 
awareness

1 .943 .122

.973 .922 .9742 .965 .071

3 .980 .042

Specialization

1 .952 .122

.977 .894 .981

2 .945 .121

3 .947 .121

4 .957 .097

5 .969 .077

Diversity

1 .967 .076

.984 .925 .986

2 .958 .094

3 .965 .081

4 .967 .079

5 .979 .049

Interaction

1 .963 .088

.983 .936 .986
2 .979 .050

3 .975 .059

4 .974 .061

Confirmation 

1 .966 .068

.960 .889 .9592 .905 .178

3 .957 .087

Perceived 
usefulness

1 .933 .115

.971 .892 .966
2 .944 .097

3 .937 .105

4 .932 .108

Viewing 
satisfaction

1 .950 .093

.969 .886 .965
2 .953 .086

3 .897 .172

4 .942 .101

Exercise 
continue 
intention

1 .974 .033

.987 .961 .9792 .964 .042

3 .969 .040

H.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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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설문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그리고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지수
인 Cronbach’s α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
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한 뒤 경로분석
을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빈
도분석을 제외한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05 이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의 주요 적합도 기준은 Bentler(1990), Bentler 
& Bonnett(1980) 그리고 Steiger & Lind(1980)가 제시한 CFI(비
교부합지수), TLI(표준부합지수), RMSEA(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를 
주요 합치도 지수로 사용하였다(Hong, 2000). 이때 CFI와 TLI의 접
합도는 .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며, RMSEA의 경우 .08 이
하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Woo, 201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설문이 완료된 최종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분산추
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그리고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CFI는 .972 그리고 TLI는 .968 그리
고 RMSEA는 .059로 나타났다. 이는 Woo(2012)가 제시한 합치도
를 충족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897에서 .980의 분포로 나타나 기준치인 .5 이상을 보였으며, 개념
신뢰도는 .960에서 .987분포로 나타났다. 이는 Hair et al.(2006)
가 제시한 기준치인 .7 이상을 충족시키는 수치이다. 그리고 분산추

출지수는 .886에서 .961로 나타나 Hair et al.(2006)이 제시한 기준
치인 .5 이상 보였으며, Cronbach’s α는 .959에서 .986로 나타나 
Hair et al.(2006)이 제시한 기준치인 .6이상을 충족시켜주었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적절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

상관관계분석 

연구가설에 따른 각 요인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요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고, 모든 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간 높은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
로 다중공선성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가설검증 결과 <Table 4>와 같이 CFI는 
.943, TLI는 .938 그리고 RMSEA는 .083로 나타났다. RMSEA의 경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Health 
awareness 

Exercise 
awareness Specialization Diversity Interaction Confirmation Perceived 

usefulness
Viewing 

satisfaction

Exercise 
continue 
intention

Health 
awareness 1

Exercise 
awareness .781*** 1

Specialization .744*** .735*** 1

Diversity .724*** .698*** .786*** 1

Interaction .670*** .734*** .772*** .780*** 1

Confirmation .720*** .663*** .787*** .767*** .704*** 1

Perceived 
usefulness .687*** .671*** .797*** .726*** .685*** .794*** 1

Viewing 
satisfaction .629*** .638*** .693*** .668*** .690*** .786*** .793*** 1

Exercise continue 
intention .534*** .537*** .578*** .655*** .557*** .719*** .774*** .775*** 1

***p<.001

Table 4. Fitness

X2 df CFI TLI RMSEA
2073.851 513 .943 .938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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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Woo(2012)가 제시한 기준을 근소한 차이로 충족시켜주지 못하였
지만, 나머지 지수들은 충족하였다. 다만, 절대적합지수인 RMSEA의 
경우 .1이하 이면 보통인 것으로 간주하며, 신뢰구간인 LO 90(Lower 
boundary of a two-sided 90% confidence interval for the 
population)은 .080이며, HI 90(Upper boundary of a two-sided 
90% confidence interval for the population)은 .087이므로 전체적
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가설검증 결과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계수 검증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트레이닝 유튜브 시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적요소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의 경우 확신에 통계학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의식이 확신
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512(t=9.200, p=.001)로 나타났으
며, 운동의식이 확신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258(t=4.581, 
p=.001)로 나타났다. 

둘째, 홈트레이닝 유튜브 시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외적
요소인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전문성, 다양성, 상호작용)의 경우 
전문성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직접
효과의 경로계수는 .322(t=7.895, p=.001)로 나타났다. 반면, 다양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072(t=1.734, 
p=.083) 그리고 상호작용이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
계수는 .034(t=.847, p=.397)로 나타났다. 

셋째, 홈트레이닝 유튜브 시청자의 기대확신모형을 검증한 결과, 
Bhattacherjee(2001)가 제시한 연구모형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결
과에서도 유효했음이 검증되었다. 우선 확신은 지각된 유용성과 시
청만족에 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확신이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367(t=14.417, p=.001)로 나타났으며, 확신이 시청만족에 대한 직

접효과의 경로계수는 .367(t=11.922, p=.001)로 나타났다. 한편, 지
각된 유용성은 시청만족과 운동지속의도에 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시청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535(t=12.481, p=.001)로 나
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이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로
계수는 .376(t=8.270, p=.00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청만족은 
운동지속의도에 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시청만족이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
로계수는 .379(t=9.304, p=.001)로 나타났다. 

논의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홈트레이닝 관련 유튜브 콘텐
츠에 대한 특성과 개인 내적특성요인인 건강의식 그리고 운동의식이 
확신, 지각된 유용성, 만족 그리고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인 내적특성 요인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은 확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으며, 
특정 행동과 신념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Jing, 2019; 
Park, 2016). 따라서 삶의 변화와 맥락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의 흐
름과 관심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Kim, 2022). 이는 생각이 일어
나는 근원인 의식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적의 경험과 자기목
적적 경험을 강조해 온전히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몰입의 개념을 설
명하는 Csikzentmihalyi(1990) 역시 내재적 동기 경향성을 높여 자
기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정한 목표 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으며, 적절한 난이도와 결과의 신속한 피드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Hwang, 2007). 이렇듯 생각을 한곳에 집중하기위해서는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취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의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홈트
레이닝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의 긍정적인 이용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
기 위해서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간
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바이다.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
한 의지와 신념이 높을수록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과 관심도
가 증대되어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Lim & 
Huh, 2010; Noh et al., 2013). 무엇보다도 Oh et al.(2019)의 연구
에서는 유튜브 홈트레이닝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 홈트레이닝 영상을 통해 건강 관리를 위
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건강과 운동에 대한 개인의 의식 수준이 홈트레이닝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수용하려는 믿음인 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홈트레이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시청자
가 스스로 건강과 운동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운동하려는 목적 
그리고 계획 등을 쉽게 수립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시청자가 유튜브 홈트레이닝이 콘텐츠를 통해 내적동기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운동법, 운동자세, 운동원리, 운동루틴, 챌린지 미션 등 동기부
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운동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홈트레이닝 유튜브 콘텐츠 특성 가운데 전문성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 유튜브에서 홈트레이닝은 해

Table 5. Structure equation analysis

Path β SE t p

Health awareness → Confirmation .512 .056 9.200 .001

Exercise awareness → Confirmation .258 .056 4.581 .001

Specialization → Usefulness .322 .041 7.895 .001

Diversity → Usefulness .072 .042 1.734 .083

Interaction → Usefulness .034 .040 .847 .397

Confirmation → Usefulness .367 .025 14.417 .001

Confirmation → Satisfaction .367 .031 11.922 .001

Usefulness → Satisfaction .535 .043 12.481 .001

Usefulness → Continue intention .376 .045 8.270 .001

Satisfaction → Continue intention .379 .041 9.304 .001

H.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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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제공되었지만, 최근에는 국
내 시청자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 및 제공되고 있다
(Oh et al., 2019). 그로 인해 시청자들은 전문가 없이도 고품질 교육
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
는 문화가 형성되었다(Kwon et al., 2021; Lee & Kwak, 2020). 이
렇듯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와 대면을 
통한 교육 없이도 유용한 운동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홈
트레이닝 콘텐츠의 정보의 질과 내용 구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Park, 2021), 홈트레이닝 콘텐츠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뷰트의 혁신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지
각된 이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Yun & Kim, 
2021)의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웹 
기반 교육방식인 e-learning에서도 전문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Jeong & Cho, 2011), 온라인 콘텐츠에서 사용
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수록 유용한 것
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Lee & Namkung, 2020) 역시 
본 연구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 이외에도 시청자들과의 더욱 발전적
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고 높은 수준의 정보품질과 활용성을 제공해 사용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 사용자의 태도와 정서적인 측면을 자극해야 한다는(Cheong et 
al., 2021; Choi et al., 2020; Jo et al., 2016) 선행연구의 주장도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홈트레이닝 유
튜브 콘텐츠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 후 운동 수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시청자가 잘
못된 자세로 운동하거나, 난도 높은 운동법을 무리하게 따라 할 수 있
으므로(Lee, 2021; Roh & Kim, 2020), 능숙하고 전문적인 콘텐츠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홈트레이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
세한 운동법을 설명해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운동 동작을 보여주는 
세심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유튜브 콘텐츠 특성 중 다양성과 상호작용은 지각된 유용성
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국내에서 
홈트레이닝 관련 유튜브는 요가, 매트운동, 스트레칭, 서킷운동, 유
산소운동, 근력운동, 타바타운동, 다이어트운동 등 다양한 운동 영상
이 큰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으며(Lee & Kwak, 2020; Yun & Kim, 
2021),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
고(Kwon et al., 2021; Oh et al., 2019), 유튜브의 알고리즘 기능
이 다양한 홈트레이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Roh & Kim, 
2020)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홈트레이닝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Lee, 2021; Park, 
2021; Yang, 2021), 코로나19 이후 다시 대면의 시대가 될 때를 대
비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인 다양성
과 상호작용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를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홈트레이닝 유튜브 시청자의 기대확신모형을 검증한 결과, 
확신은 지각된 유용성과 시청만족에, 지각된 유용성은 시청만족과 운
동지속의도에 그리고 시청만족은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O2O서비스의 지속적
인 사용을 위해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 경험이 유용하고 만족스러워야 한
다는 것을 밝힌 Joo et al.(2018)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모

바일 앱의 사용 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각된 혜택에 대한 인식과 만족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 사용
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증명한 Jo et al.(2016)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 사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Bhattacherjee(2001)이 제시한 기대확신모형을 지지하는 결
과이며, 기대확신모형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Han, 2014; Islam et al., 2017; Nam, 2019). 이외에도 이용 후 지
각된 신념의 강도인 확신의 정도에 따라 지각된 유용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으며(Nam, 2019), 제공된 서비스를 유용하게 인식할수록 체
감하는 만족 수준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지속사용으로 연결된다고 주
장한 다수의 선행연구결과(Lee & Namkung, 2020; Park, 2021) 역
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를 통해 기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만족의 정도의 크
기가 달라져 지속적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홈트레이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가 시청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켜주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보다 유익한 영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장기화는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
었고, 스스로 자기관리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와치, 운동기구 
또는 야핏, 리트니스(Litness), 펠로폰(Peloton)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 
운동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관리와 건강관리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타
바타, 헬스, 스트레칭, 요가, 다이어트 댄스 등 홈트레이닝 운동법을 시
청하면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져를 실천하는 인구의 수
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장 증진을 위해 유튜브의 
활용 방안과 크리에이터의 역할 그리고 운동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
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기대확신모형을 적용한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과 개인의 건강 및 운동인식이 운동지속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내적요인인 건강의
식과 운동의식은 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 중 전문성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확신이 지각된 유용성과 시청만족, 지각된 유용성은 시청만족과 운동
지속 그리고 시청만족은 운동지속의도로 이어지는 기대확신모형은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신체활
동 또는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요인인 개인의 의지과 동기 수준인 의식을 변화시킬 필
요가 있다(Ajzen, 1991; Bak & Huh,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
의 내적요인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이 운동지속의도를 유지하기 위
해 이뤄지는 기대확신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본 연구결
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 중 전문성
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
대확신모형을 통해 운동지속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보다 개인의 내적특성요인이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홈트레이닝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의 긍정적
인 이용경험과 지속적인 시청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의식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동콘텐츠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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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홈트레이닝 유튜브의 경우 영상을 통
해 콘텐츠가 제공되어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려우므로 크리에이터는 
자세한 운동법을 설명해 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운동 동작을 보여주는 
세심함을 영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즉, 홈트레이
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시청자
가 어떤 자세로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의 내적동기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을 자극할 수 있도록 
운동법, 운동자세, 운동원리, 운동루틴, 챌린지 미션 등을 제공할 필
요가 있겠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도가 높아지자 시청자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다
수 제작되기에 본 연구결과와 같이 전문성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
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완화되
면서 리오프닝(경기재개)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헬스, 요가, 필라테
스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을 찾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유
튜브 콘텐츠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간과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홈트레이닝 유튜브 콘텐츠의 지속적 사
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Bhattacherjee(2001)이 제시한 기대확신모
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청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콘텐츠가 유용한 내용을 잘 전
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홈트레이닝 관
련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를 통해 확
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이외에도 유튜브 홈
트레이닝 시청을 지속시키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한다면 
스포츠 미디어 또는 방송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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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확신모형을 적용한 홈트레이닝 유튜브 콘텐츠 특성과 개인의 건강 및 

운동의식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요어 
유튜브, 홈트레이닝, 기대확신모형, 건강의식, 운동인식, 지속의도, 콘텐츠특성(전문성, 다양성, 상호작용)

[목적]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레이닝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운동기구 사용
법 및 운동법을 알려주는 홈트레이닝 관련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홈트레
이닝을 통해 운동지속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유튜브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
(전문성, 다양성, 상호작용), 개인의 건강 및 운동인식 그리고 기대확신모형에 주목하였다.
[방법] 연구분석방법은 SPSS와 AMOS를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
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첫째, 건강의식과 운동의식은 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홈트레이닝 콘텐츠 특성 중 전문성만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확신이 지각된 유용성과 시청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
각된 유용성은 시청만족과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청만족은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다는 것이 증명되어 기대확신모형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었다.
[결론] 홈트레이닝 유튜브 콘텐츠 통한 운동지속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는 시청자의 내적동기부여를 자극
할 수 있는 전문적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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