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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 플랫폼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서 소비
자가 선호하는 플랫폼의 특성과 심리적 혜택과 충성도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가족의 형태가 플랫폼의 특성
과 심리적 혜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255건
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 중 불성실하거나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49건을 제외한 206건을 SPSS 18과 AMOS
21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OTT 플랫폼의 특징의 요인인 편의성, AI 추천서비스 그리고 콘텐츠의 모든
요인이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혜택은 브랜드 충성도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변수인 가족의 형태에 따른 OTT 플랫폼의 특징과 가족의 형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 형태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기, 지역 그리고 요인
을 추가하여 다룬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 OTT 서비스, OTT 플랫폼 이용목적, 심리적 혜택, OTT 브랜드 충성도, 가족의 유형

Abstract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study the OTT service platform, which is growing rapidly in 
recent years. Through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preferred by consum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enefits and loyalty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famil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and psychological benefits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a total of 255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consumers who have used 
OTT services, and 206 cases were analyzed with SPSS 18 and AMOS 21, excluding 49 cases that were 
insincere or inconsistent inter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ll factors of convenience, 
AI recommendation service, and content, which are factors characteristic of OTT platfor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benefits. In addition, psychological benefi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rand loyal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TT platform and the type of family according to the family type, which is a 
control variab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a theoretical background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Future studies are expected to consider various members or add factors to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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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업 경쟁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사람들의 소비패턴도 끊임없이 변화하
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
게 얻을 수 있으며, 이제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물건
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자신이 원하
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TV 앞을 지킬 필요가 없
어졌다. 전통적인 케이블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는 
정해진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새롭게 등장한 OTT 서비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여 미디어를 소비를 가능하게 했으며, 미디어 시장에 새
로운 물결을 가져왔다.

OTT(Over-The-Top) 서비스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
츠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1]. 초
기에는 주로 일정 시간이 흐른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재
방송을 제공하는 VOD(video on demand)의 형태에 가
까웠으나,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디어 영역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2]. OTT 서비스를 통해
서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그리고 TV 프로그램 등 소
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다양해졌으며, 개인의 
표현과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3].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인
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며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
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OTT 서비스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속박받지 않고 언제 어디
에서나 미디어 소비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더하여, 스마트폰의 성능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모바일의 이용이 쾌적해지면서 고화질의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해져 OTT 서비스
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4].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만이 
이유는 아니다. COVID-19의 출현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를 추진하였다. 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타인
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OTT 서비스
를 이용하게 되었다[5].

OTT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경쟁도 치

열해지고 있다. 2017년에 27%에 불과했던 콘텐츠 이용
률이 2019년에는 52%까지 상승했으며, 2020년 들어서
는 COVID-19의 영향으로 소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6]. 이처럼 OTT 서비스 시장은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
해지고 있다. 최근 OTT 서비스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
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플랫폼 선택 
기준은 앞으로의 시장에 발전과 변화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들은 소비자를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7]. 

소비자가 속해 있는 집단과 집단구성원에 따라 소비성
향이 변하기도 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
는 것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8]. 특히 이
들은 자신만을 위해 많은 요리기구를 사거나 시간을 투
자하여 요리하여 식사하기보다는 간편한 반조리 가정간
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을 이용하여 간
편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1인 가구에서 
자주 볼 수 있다[9]. 또한, 가구 판매에서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족에 차이점을 보인다. 1인 가구의 소비자들
은 2인 이상 가족과는 다르게 가구를 선택할 때 디자인
보다 소형화되고 기능화된 제품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10]. 이처럼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소비자가 속한 집단
의 구성에 따라 원하는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를 보인다. 
아직 OTT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의 형태가 소비
자의 이용목적과 심리적 혜택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많은 사람이 OTT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환경과 관계 혜
택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11], 
OTT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플랫폼 
특징의 영향과 관계 혜택에 대해 다루는 내용은 아직 미
흡하다. OTT 서비스 플랫폼이 시장에 경쟁 우위를 점하
기 위해서, 많은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명확히 하
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OTT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과 심리적 혜택과 
OTT 브랜드 혜택에 대해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OTT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요인으
로서 편의성, AI 추천서비스 그리고 콘텐츠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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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혜
택과 OTT 서비스 브랜드 충성도라는 변수와 어떻게 연
관되고 나아가 소비자의 가족 형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도출

2.1 OTT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
2.2.1 편의성
편의성은 소비자가 느끼는 편리함의 가치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만족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2]. 온라인 환경에서의 편
의성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
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더욱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에서 민감하다.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소비
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추구한다. 따라서 온
라인상에서의 거래는 플랫폼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구조에 편리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13]. 특히, 
보통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 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 해당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 안 
할 우려가 있다[14]. 김파라(2020)의 선행연구에서도 온
라인예약과 편의성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의사결정 편
의성과 사후보상 편의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15]. 이윤(2021)의 선행연구에서도 편의
성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는 분쟁 우려가 있으며, 사후 문제해결에도 한계
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편화한 편의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6].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품
과 서비스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편리성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고 플랫폼에 접근하
여 다양한 콘텐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 등 
정보제공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에서만 주어지는 다
양한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을 제안하였다[17]). 최빛나
(2003)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소와 시간의 편의성이 소비
자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18], 김

미희(2016)의 온라인서비스 편의성에 관련한 선행연구
에서 편의성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OTT 플랫폼의 특성으로 편의성
이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편의
성을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H1. 편의성은 심리적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추천서비스
추천서비스는 소비자에 대한 지식을 특정 알고리즘의 

연산을 통하여 소비자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선호도의 
일치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
화하여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구매하기 원하는 최적의 제품을 찾도
록 돕고 추가로 구매할 만한 제품을 제안하여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추천 서비스는 지난 1990년대
부터 하나의 중요한 연구 분야 주목을 받아 왔다[20]. 

추천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
지만 협업 필터링, 내용 기반 필터링 그리고 지식기반 필
터링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21, 22]. 협업 필터링은 기존의 소비자 정보를 이용
하여 해당 소비자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소비자에게 추
천하는 방식으로, 축적된 소비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축적된 소비자 정보가 적거
나 비인기 카테고리 그리고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는 데
이터가 모이기 전까지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20, 23]. 반면, 내용 기반 필터링은 해당 소비자의 
과거에 이용했거나 구매했던 정보를 이용하기에 정보수
집은 어렵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항목을 추천하거나 
신규 소비자에게 추천하는데 제한적이다[23-25]. 하이브
리드 필터링은 협업 필터링과 내용 기반 필터링을 결합
하여 기존의 필터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최
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26-28]. 하이브리드 필터링을 
사용한 추천서비스는 협업 필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면 내용 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며, 반대로 내용 기
반 필터링을 통해 충분한 평갓값이 고려되지 않으면 협
업 필터링을 이용하여 상호를 보완한 추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7].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추천할 경우, 소자가 원하거나 관
련성이 높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평가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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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추천서
비스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장치로서 많은 
기업과 관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31]. OTT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콘텐
츠 이용료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플랫폼 
이용료, 구독료 그리고 광고를 통한 수익 등을 기반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에 오랜 시간 체
류하는 것이 중요하다[32]. 이러한 소비자의 플랫폼 체류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추천 서비
스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관심이 있거나 기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오랜 시간 동안 플랫폼에 
체류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33]. 이미 OTT 서
비스 플랫폼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개인화 추천을 이용
하여 소비자의 습관 분석해 플랫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34]. 배현진, 이상우 (2020)의 연구에서는 
추천서비스를 통하여 뉴스, 음악 그리고 영상 등 어떤 콘
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기대하
는 요인의 변화에 대해서 발견했다[35]. 추천서비스를 활
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관계 형성을 위한 접점이 부족한 콘텐츠
일 경우에는 추천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접근 전략 제안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전환 의도를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를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OTT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추
천서비스가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AI 추천서비스를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H2. AI 추천서비스는 심리적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콘텐츠
콘텐츠는 IT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있어서 하나

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37]. 본래 콘텐츠는 알
맹이라는 뜻하는 내용물이라는 말로 주로 언론 매체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것을 뜻한다
[38]. 하지만 최근에는 음악, 영화 게임, 인터넷에서 사용
되거나 올려진 여러 정보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39],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누가 만들었는지
를 알 수 있는 저작권이 분명하다[40].

콘텐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는 시각과 청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한다. 온라인 콘텐츠는 인

터넷을 통해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
용도 포함한다[41].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콘텐츠에 접하기가 쉬워졌으며, 특히 모바일의 보급은 이
러한 현상을 가속화 하였다[42].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에서 SNS를 이용하여 정보 공
유를 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접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 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창출을 하기도 한다[43]. 소
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44]. 소비자가 뉴스 관련 콘텐츠를 소비할 때 다양
성이 높으면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5]. 하지만 
콘텐츠의 양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정
보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민주·김민균(2018)의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와 관계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천서비스 이용하는 심리적 접근 
전략을 제안하였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 OTT 플랫폼의 특성으로 콘텐츠
가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콘텐
츠를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H3. 콘텐츠는 심리적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혜택
관계 혜택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발전하여 소비자

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의미한다. 관계 혜택에는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
택, 고객화 혜택 그리고 특별대우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으며[45], 본 연구에서는 OTT 서비스 플랫
폼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관계 혜택 유형 중에서 심
리적 혜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리적 혜택은 소비자의 안정과 편안함 등으로서 불안
감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46]. 이는 소비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며 위험지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47].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하
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
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직결된다[48]). 
이러한 심리적 혜택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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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업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혜택을 느끼는지에 대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49]). 기업은 소비자가 이러한 혜택을 높게 자각하면 높
은 신뢰를 보이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인 감정을 느
끼면, 앞으로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50].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심리적 만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51]. 안전하고 편
안하다는 심리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때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다[52].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
비자에게 신뢰성과 정보성이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
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요구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소비자와 소통하여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혜택이 OTT 브
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심리적 
혜택을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H4. 심리적 혜택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OTT 브랜드 충성도
소비자 충성도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

속해서 이용하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아가 전환 
의도를 낮게 하여 재구매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하여 소
비자를 애호가로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53, 54]. 즉, 소
비자의 호의적인 느낌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특정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를 기대
하는 것을 충성도라고 할 수 있다[55]. 즉, 소비자 충성도
는 소비자가 긴 시간 동안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반복적
으로 이용하면서, 만족하여 지속해서 이용하려는 소비자
의 행동을 말한다[56]. 그러므로 충성도는 소비자의 경험 
축적으로 미래에도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
하여 단골손님이 되려는 소비자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
다[57]. 이러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증가하면 판매자와 기
업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소비
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여 
소비자를 유치하는 것이 성과를 올리는데 더욱 효율적이
기 때문이다[58, 59].

최근에는 인터넷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충성
도를 설명하는 온라인 충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과 달리 정보
가 제공되는 즉시 전 세계의 정보와 비교 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므로 같은 제품 또는 비슷한 제품에 대하여 쉽
게 품질, 가격 등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형성을 통해 높은 온
라인 충성도를 이끌어 소비자의 전환 의도를 막아야 하
며, 나아가 온라인 충성도를 이용하여 기존 소비자의 제
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
자를 추천하여 이익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60]. 

온라인 환경에서는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만족도
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상호 작용 경험이 사이트 방문과 다른 사람
들에게 추천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61]. 그러므로 소
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하여, 
재방문율과 함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구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4]. 즉, 서비스품질에 만족한 소비자가 구전 의
도의 증가와 함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2, 63]. OTT 플랫폼에서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관계를 강화를 도모하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서비스
의 수준, 기능 그리고 혜택에 초점을 두어 추천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하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애착
과 필요성을 유도하여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36]. 소비
자에게 쿠폰이나 할인 혜택 등 멤버십 서비스를 통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구매 
활동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반
복적인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64]. 

2.5 가족의 형태
가족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연과 인연 그리고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 안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족이라고 한다. 가
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과 
부모, 자녀, 조부모와 다른 친족들로 구성되는 대가족으
로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65]. 가족 형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 등을 
읽어 낼 수 있는 사회변화와 매우 큰 영향 관계를 맺는다
[66]. 가족의 기능은 사회 변동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데, 
전통적인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기능
을 담당하거나 성별로 분담하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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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09 52.9%

Female 97 47.1%

Age

10s 65 31.6%

20S 50 24.3%

30s 60 29.1%

40s 16 7.8%

over 50s 15 7.3%

OTT Average Watch Time

1~5hours per Week 47 22.8%

6~10hours per Week 56 27.2%

11~15hours per Week 73 35.4%

over 16hours per Week 18 8.7%

irregular 12 5.8%

Family Member
One-person households 86 41.7%

family of 2 or more 120 58.3%

Table 1. Demographic Description of Respondents

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화를 중요시하며 성별로 
역할 분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약화면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67]. 가족 구성원에게
도 변화가 생겼는데, 대가족을 구성하던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핵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1인 가구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8].

소비자 구성원에 따라 소비자 행동에 차이점을 보이는
데, 소비자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행동할 경우 익숙하
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등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69]. 이러한 
회피 행동은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신기성과 고
유성 체험에 상반되는 현상이다[70]. 가족 구성원의 의사 
결정권을 지닌 소비자의 관여도는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
이 있으며[71], 만족도는 구매 후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
을 미쳐 소비자 행동 이론에서도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
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54].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 소비자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
라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서비스추구에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 OTT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가족 단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가 
자녀들을 의식하여 사회․심리적 위험 관리에 노력하여,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평가에 신경을 쓸 것이며, 가족 간
의 계정 공유나 호환기기 종류 등의 편의성에 관심이 높
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구성원에 따
라 OTT 플랫폼 특성의 심리적 혜택과 OTT 브랜드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H5. 가족의 유형에 따라 OTT 플랫폼의 특성은 심리
적 혜택 및 OTT 브랜드 충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 설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및 가설 검증

3.1 자료 수집 및 표본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2개월 이내 OTT 

서비스 플랫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255
건의 설문조사 중 불성실하거나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없
는 49건을 제외한 206건이 최종 분석에 활용됐다. 응답
자의 특성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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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s

Characteristics  of
OTT Platform

Reliability

Your personal information is safe.
Jarvenpaa (2000) [72]

Y. J., Jang (2019) [73)

The platform tends to provide secure payment methods.

This OTT platform site is reliable.

You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AI Recommendation 
Service 

The content recommended to me will be accurate.

Szymanski & Hise (2000) 
[12]

Through the recommendation service, you can discover new 
content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The recommendation service can satisfy my curiosity or interest.

People with similar personalities are grouped as similar 
customers, and their content viewing history is reflected in my 
recommendation service.

Contents

The content recommended to me will be accurate.

K. S. Kim & J. H. Lee 
(2012) [74]

W. S. Yoo, J. S. Kim & 
S. B. Cho (2010) [75]

Through the recommendation service, you can discover new 
content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The recommendation service can satisfy my curiosity or interest.

People with similar personalities are grouped as similar 
customers, and their content viewing history is reflected in my 
recommendation service.

Convenience

You can use OTT service at any time you want. Berry, LL. (1995) [47]

S. R. Colwell,  M. Aung, V. 
Kanetkar & 
A.  L  .Holden (2008) [76]

The OTT platform makes it easy to use the services I want.

The accessibility of OTT service is excellent.

OTT service provides convenient payment function.

Psychological Benefits

The OTT platform provides high quality services. K. P. Gwinner, D. D. 
Gremler. & M. J. Bitner. 
(1998) [45]

K. T. Park (2016)  [77]

Using OTT services makes you feel good

Using the OTT service helps me to be stable.

The OTT service I used tried to treat me warmly.

OTT Brand Loyalty

I will continue to use the OTT service platform brand in the 
future.

Ryan (2010) [78]

S. P. Yang (2013)  [79]

I would highly recommend this OTT service platform brand to 
others.

I will prefer to use the OTT service platform.

I will use this OTT service platform even if the price is slightly 
higher than other brands.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Variables

응답자들은,10대 65명(31.6%), 20대 50명(24.3%), 
30대 60명(29.1%), 40대 16명(7.8%), 50대이상 15명
(7.3%)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구성은 남성 109명
(52.9%), 여성 97명(47.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OTT 평균 시청 시간은 1주일 평균 1~5시간 이하가 
22.8%, 6~10시간 27.2%, 11~15시간 35.4%, 16시간 
이상이 8.7%, 불규칙적이 5.8%로 집계되었다.

3.2 조작적정의
이 연구의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Table 2와 같다.
모든 항목은 리커트 타입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

었다.

3.3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를 사용하여 신뢰성
을 검증하였으며, 변수의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
적 요인을 수행했다.

각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0.7 이상으로 확인되었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었다.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
되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정제된 측정항목들을 바
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값은 182.091
로 p<0.05로 기각되지만, 을 자유도로 나눈 CMI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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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ronbach 

AlphaQuestionnaire AI Recommendation 
Service

OTT Brand 
Loyalty Contents Convenience Psychological 

Benefits

AI Recommendation Service 2 .811 .173 .120 .196 .142

.882
AI Recommendation Service 3 .810 .199 .192 .133 .145

AI Recommendation Service 4 .761 .284 .089 .136 .168

AI Recommendation Service 1 .744 .279 .029 .189 .208

OTT Brand Loyalty 1 .189 .848 .045 .105 .145

.889
OTT Brand Loyalty 2 .248 .808 .124 .203 .147

OTT Brand Loyalty 3 .276 .761 .096 .317 .165

OTT Brand Loyalty 4 .326 .662 .156 .262 .162

Contents 2 .149 .201 .806 .001 .184

.824
Contents 1 .109 .115 .805 .054 .020

Contents 3 .021 -.011 .777 .193 .206

Contents 4 .110 .034 .684 .052 .370

Convenience 3 .301 .102 .058 .765 .212

.796
Convenience 4 .053 .239 .070 .745 .114

Convenience 1 .058 .202 .124 .735 .045

Convenience 2 .237 .112 .039 .705 .159

Psychological Benefits 4 .098 .111 .176 .127 .780

.823
Psychological Benefits 2 .221 .304 .088 .204 .717

Psychological Benefits 1 .136 .009 .260 .139 .702

Psychological Benefits 3 .273 .306 .239 .109 .692

  KMO(Kaiser-Meyer-Olkin) .870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re 2305.971

  Df(p) 190(000)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actor Variable  SFL SE T-value  P- value CR AVE

Convenience

Convenience 1 .526 - - -

.851 .597
Convenience 2 .743 .178 7.038 ***
Convenience 3 .888 .200 7.302 ***
Convenience 4 .590 .127 7.782 ***

Contents

Contents 1 .714 - - -

.841 .571
Contents 2 .845 .114 10.284 ***
Contents 3 .705 .104 9.128 ***
Contents 4 .659 .101 8.550 ***

AI 
Recommendati

on Service

AI 1 .851 - - -

.945 .812
AI 2 .795 .075 12.868 ***
AI 3 .888 .083 12.377 ***
AI 4 .779 .73 12.497 ***

Psychological 
Benefits

Psychological 1 .601 - - -

.884 .660
Psychological 2 .800 .157 8.658 ***
Psychological 3 .841 .159 8.989 ***
Psychological 4 .684 .155 7.850 ***

OTT Brand 
Loyalty

Loyalty 1 .761 - - -

.920 .743
Loyalty 2 .781 .058 14.691 ***
Loyalty 3 .893 .092 10.921 ***
Loyalty 4 .836 .113 9.466 ***

χ² =182.091(df=149, P=.034) χ²/DF＝1.222, CFI＝0.985, GFI＝0.922, AGFI＝0.890, NFI＝0.924, RMR= 0.032, RMSEA＝0.033
SFL＝Standardized Factor Loadings; SE＝Standardized Error; Note: ***p < 0.001 

Table 4. Factor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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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Contents AI Recommendation 
Service

Psychological 
Benefits

OTT Brand 
Loyalty AVE

Convenience 1 .597

Contents .290
(.084) 1 .571

AI Recommendation 
Service

.537
(.288)

.365
(.127) 1 .812

Psychological 
Benefits

.519
(.269)

.551
(.303)

.574
(.329) 1 .660

OTT Brand Loyalty .576
(.332)

.371
(.138)

.646
(.417)

.602
(.362) 1 .743

Table 5. Factor Correlation Matrix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P- value Acceptance

H1 (Convenience → Psychological 
Benefits) .272 3.192   001*  Accepted

H2 (AI Recommendation Service → 
Psychological Benefits) .347 4.390   ***  Accepted

H3 (Contents → Psychological 
Benefits) .349 4.245   ***  Accepted

H4 (Psychological Benefits → Loyalty) .666 6.410   ***  Accepted

Note: ***p < 0.001, **p < 0.01, *p < 0.05 

Table 6. Summary on the results of hypotheses test

은 일반적으로 3미만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1.222로 나타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항목에서는 GFI(goodness of fit index)=0.922,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0.890, CFI 
(comparative fit index)=0.985, NFI(normed fit index) 
=0.924,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032,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33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수용할만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CR(composit reliability) 및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R²값 등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
었으며, 판별타당성 역시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
곱 값이 측정항목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을 넘지 않는 것으
로 나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여 가설검정에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에는 확인적 요
인분석의 결과를, Table 5에는 판별타당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80].

3.4 결과
3.4.1 가설 검증결과
AMOS21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전체 구조모형을 검

정한 결과, χ²= 225.117 (df= 152, P= .000), χ²/ DF＝
1.481, GFI＝0.908, AGFI=.873, RMR=.050, RMSEA

＝0.048, NFI=0.906, CFI＝0.967, TLI＝0.959으로 나
타났다.

적합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AGFI 값은 대부분의 경
우 GFI 값보다 낮게 나오며, 보통 AGFI 값이 0.85 이상
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81]. Hu, Bentler(1999)는 좋은 적합도에 대한 기준으
로 RMSEA≤0.06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82].

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3.4.2 조절 효과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라 OTT 서비스

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서비스추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7에 나타난 것처럼 자
율모델과 제약모델의 차이로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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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MIN P NFI Delta-1 IFI Delta-1 RFI rho-1 TLI rho2

Pharmaceuticals 
models 4 1.884 .757 .001 .001 -.002 -.002

Table 7. Moderating effect

제약모델의 유의수준이. 757로 P<.05의 범위에 들지 
못했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라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서비스추
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환경에서 관심이 집중
되어있는 OTT 플랫폼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OTT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특성 
요인들과 소비자의 심리적 혜택 및 OTT 브랜드 충성도
와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OTT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 플랫폼 특성의 모든 요인인 AI 추천서비스, 
편의성 그리고 콘텐츠는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편의성은 
심리적 혜택에 가장 낮은 수치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OTT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에 대한 심리적 혜택은 
OTT 플랫폼의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조절 변수로 사용된 가족의 형태는 
OTT 플랫폼의 특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OTT 
서비스 플랫폼 관리자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
기 위해 무엇을 중점으로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축
할지에 대한 기반이 되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둘째, 편의성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로 심리적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OTT 서비스를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당장 편의성을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에 집중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던 가족의 형
태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가족 형태에 따른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가족의 형태는 다
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의 가족을 

조절 변수를 사용하였지만, 해당 요인을 좀 더 세분화하
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다양한 관계 
혜택을 이용하여 OTT 플랫폼과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관계 혜택에는 심리적 혜택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그리고 고객화 혜택 등 요인을 세분화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심리적 혜택이 OTT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
여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가 가지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
의성보다는 다른 특성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이는 OTT 서비스를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
자 대부분은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플랫폼의 인
터페이스나 사용 가능한 기기 종류 등의 편의성 관련 불
편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든지 소비
자가 겪을 문제이다. 이러한 불편사항은 당장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당장 편의성 문제는 다른 요인에 비해 중요도는 낮지
만, 기능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추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여 개별의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보다 
큰 혜택을 누리며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투입된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측면
에서 단순히 많은 양의 콘텐츠를 준비하기보다는, 제공되
는 콘텐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소비자 원하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있다
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없으니 
못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가진 불편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비자들
이 OTT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여가생활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목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플랫폼 이용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
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줄이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라는 특수한 시기에 행해진 연
구이므로 향후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케팅 전략에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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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다양한 시기의 표본이 축
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다면 표준화된 시사점과 마
케팅 전략을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OTT 
플랫폼을 이용 경험이 있으며,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루어질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소비
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이 필요하며, OTT 서비스 플랫
폼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COVID-19가 한국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점
을 고려하여 다양한 나라에서의 플랫폼 사정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
양한 요인을 사용하여 OTT 서비스 플랫폼 특징과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플랫폼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의 질적 향상과 활성
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OTT 서비스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심리적 혜택과 같은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에 어떤 영향
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OTT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로 제시된 심리적 혜택을 제외한 관계 혜택에 속하는 경
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그리고 고객화 혜택 등을 사용하
거나 다른 요인을 이용하여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
과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영향이 없다고 하였지만, 처음에 
제시한 1인 가구과 2인 이상 가족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
족 구성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등의 다방면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이론적 관점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온
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개선됨에 따라 해당 시장이 빠르
게 변화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랫폼 특성과 
심리적 혜택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추가하여 다룬 연구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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