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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TV는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PC 등 모든 IT 기기들을 통합하여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홈을 통해 
스마트 IT 기기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TV라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 요인과 과정을 분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TV 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을 이용하여 스마트 TV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성, 전
환비용, 전환이익,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외생 변인이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에 
유의적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이용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 스마트 TV, 이용의도, 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 이론, 실증연구, 전략

Abstract  Smart TV is expected to take the center stage of the recent “smartization” trend in IT and consumer 
electronics as it performs a hub for various smart IT devices, such as smart phone, smart pad, PC, etc. It is 
distinct from traditional TVs or even IPTVs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mmersive and interactive experiences 
via apps downloaded through TV app store. Smart TV could serve as a new intermediary device between other 
smart devices and the Internet. While it started experiencing a rapid growth,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this emerging technology in terms of its user acceptance and adoption by users.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fill the gap in the field by examining factors and processes for this new technology to be 
adopted by users. This paper draws on theories of IT acceptance and use, such as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use” of smart TV.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Findings show that such 
factors as innovativeness, switching cost, switching benefit, service interface, and user interface affect users’ 
intention to use smart TV, through effort expectation, performance expectation, and social influenc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Smart TV, Intention to Use, UTAUT, Empirical Stud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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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보통신의 거의 모든 역을 통하며 거센 변

화와 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패러다임은 IT의 스

마트화이다. 201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소비

자 가 쇼(CES2012)에서 단연 화두는 ‘스마트TV’ 다. 

스마트 TV 세계시장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3년에 1억  이상 매될 

것으로 상된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2010년 약 13%

에서, 2013년에는 체 TV시장의 반을 차지할 만큼 

격히 성장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스마트 TV는 디지털 TV를 기반으로 방송과 인터넷

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홈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

 TV를 의미한다. 기존 TV가 지상 , 이블, 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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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IPTV 서비스를 거의 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수동  

시청 행태의 매체 다면, 스마트 TV는 방송과 통신이 결

합하고 융합하여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u-헬

스, 스마트 홈으로 서비스 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보다 

능동 인 매체가 된다. 디지털 TV에 운 체제(OS)  

인터넷 속 기능을 탑재하여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VOD, 게임, 검색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한 이용자 환

경(UI/U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즉 스마트 TV는 CPU와 

운 랫폼을 탑재하여 방송과 인터넷을 비롯하여 멀티

미디어·융합·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  디지

털 매체이다. 스마트 TV의 가장 큰 특징은 앱(App)과 같

은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지능  기능 확장과 다양한 

비즈니스를 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 분야의 표  융합미디어로서 

수용의 기 단계에 있는 스마트 TV를 심으로 스마트 

TV 수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사용자들의 이용행태  이용의도와의 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실증  모델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 할 때마다 뉴미디어의 수용에 

한 연구들을 시도하여 왔으며, 뉴미디어와 련된 새로

운 미디어 환경과 매체속성,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능동

인 사용자에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스마트 TV에 

한 련 연구들이 스마트 TV의 기술과 시장 망 등에 

한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스마트 TV 소비

자들의 다양한 이용행태에 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이 에 다루어지지 않

았던 스마트 TV를 상으로 확장된 통합 기술수용모델

을 용하여 소비자의 스마트 장치와 스마트 미디어에 

한 요구사항을 악하고, 이들 장치와 미디어에 한 

소비자의 행동을 측하고 산업  측면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

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

방법, 5장에서는 실증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6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관련연구

2.1 스마트 TV

기기간의 융합과 연결성이 요해지고 있는 자산업

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는 련 기기들의 스마트화

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TV, 컴퓨터, 휴

폰이 별개의 역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이 기기들은 

각각의 특화된 몇몇 기능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컨텐츠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얼

마 까지만 해도 컴퓨터, TV,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3-

스크린이 련 기기/서비스 반에 향을 미치며 주목

을 받았는데, 이제는 N-스크린까지 개념이 확 되었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간의 연결성이 

요해지면서, 스마트 TV 시장의 확  가능성에 해서 

정 인 망이 많다. 아직은 용 컨텐츠나 어 리

이션이 부족하지만, 기기 보 량이 늘어나면서 업체들도 

컨텐츠  어 리 이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이용자, 생태계의 변화와 신의 움직임은 모든 

방송통신 매체로 그 향력이 확 ·재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TV를 통해 스마트 IT의 역을 가정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 TV란 운 체제(OS)를 탑재하여 TV 본연의 

방송 시청 기능은 물론 인터넷 속을 통한 앱스토어, 웹 

검색, 게임, SNS 등의 형 PC 기능 한 제공하는 TV

이다. 스마트 TV는 기존 커넥티드 TV에 비해 좀 더 강

력해진 검색  UI 기능과 다양한 애 리 이션  

N-screen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커넥티드 TV보다 

의의 개념으로, 소비자지향 소 트웨어 기반의 차세  

TV를 말한다[3].

스마트 TV의 등장은 TV 자체의 신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IT의 스마트화  IT를 통한 스마트화를 지향하

는 스마트 IT의 발  성과로 악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치와 편익을 증진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가져

오는 스마트 IT로의 개는 기술진화, 수요 고도화, 생태

계의 신의 결합이 동인이 된다. IT분야에서 미래 인터

넷, 모바일 로드밴드를 심으로 네트워크의 고도화, 

인지기반 지능형 기술, 디스 이, 클라우드 컴퓨  분

야의 기술 신 속도는 매우 빠르게 개되고 있으며 융

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양산하고 있다. 한 

이용자가 수요자인 동시에 공 자가 되는 로슈머

(prosumer)를 통해 공 과 소비가 통합되고 이용자 선호

는 단말 간 는 서비스 간 경계를 와해시키고 있다. 성

숙단계에 진입한 기존 시장의 수익원천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한 생태계 반의 개방형 신

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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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모델(UTAUT)

Venkatesh 등은 TAM의 다양한 외생변수와 변수들 

간의 계에 한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고 사용자 기술 수용을 통합된 에서 

근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여, TRA등 8개의 련 

모델들을 기반으로 통합된 모형을 제시하 다[2].  행

의도에 향을 주는 3가지 변수와 사용행동에 향을 주

는 1가지 변수, 그리고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 등 4가지 

통제변수를 바탕으로 기존 TRA, TAM, MM, TPB 등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에 기 가 되는 8개 모델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30].

[그림 1] UTAUT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 (Effort Expectancy), 

사회  향(Social Influence)이 있으며, 사용 행동에 

향을 주는 변수로는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이 

있다. 성과에 한 기 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

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

도로 정의된다. TAM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포함한 5개 모델의 구조를 통합한 변수이

며 나이와 성별에 의해 통제되는 모델이다. 노력에 한 

기 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용이성의 정도

(degree of ease)로 정의된다. TAM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을 포함한 3개 모델의 구조를 

통합한 변수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사성에 한 동의

가 있었으며 나이, 경험, 성별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향은 주변에 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한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진조건은 개인이 시스템사용을 지원하기 

한 조직 , 기술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

의된다.

독립변수들 가운데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등의 3개의 변수들은 이용의도에 향을 주며, 마지막 변

수인 진조건은 사용행 에 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악되었다.

2.3 현상유지 편향이론(Status Quo Bias)

Kim 등은 상유지 편향이론 에서 정보시스템 실

행에 한 사용자 항을 수행하 는데, 기술수용 모델

과 상유지 편향이론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하 다[24].

여기에서 기술수용모델의 이론  토 인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사용하여 상유지 

편향이론 련 개념을 통합하 다. 상유지편향이론에 

따르면 행동 신념이 행동에 한 호의  는 비호의  

태도를 생산한다.

행동에 한 태도는 행동의 수행이 정  는 부정

으로 평가되는 정도이다[15]. 만일 행동이 개인의 재 

상황에 비해서 더욱 많은 이익 는 가치를 제공한다고 

인식된다면 태도는 정 일 것이다. 그에 따라 태도는 

지각되는 가치에 의해 나타나며 지각된 가치란 비용과 

이익의 비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  실행과 

련된 변화에 한 체  평가를 의미한다. 상유지편

향이론에 따르면 지각되는 가치는 새로운 상황으로의 변

화로 인해 생성되는 이익이 새롭게 생성되는 비용보다 

더욱 가치가 큰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만일 변화의 가치

가 낮다면 사용자는 변화에 해 더욱 크게 항할 가능

성이 높다. 이와 반 로 지각되는 가치가 높다면 사용자

는 새로운 시스템 실행에 해 더욱 낮게 항할 가능성

이 높다[26].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융합미디어 환경의 표 인 미

디어로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 TV에 한 잠재  수용

자의 인식과 이용행태에 한 변인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융합미디어 시 의 다차원 인 매체 환

경에서 이용자의 내재  속성 변인과 더불어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인들이 요한 향 요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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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 TV 잠재  수용자의 이용의도

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이용자의 개인속성( 신

성, 경험)과 매체의 속성(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

터페이스), 비용( 환비용, 환이익) 요인을 제시 하

다. 한 스마트 TV 잠재  수용자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변형된 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모형(UTAUT)을 심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모

형 설정에 있어 UTAUT를 활용한 것은 UTAUT가 비교

 최근에 발표된 모형으로 TAM에 비하여 높은 설명력

을 갖고 있고 TAM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

들을 바탕으로 통합된 모형을 제시한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가장 합할 것으로 단해 선택하 다. 그러

나 최종 모형 구성에 있어서 TAM과 UTAUT를 그 로 

용하지 않고 모형을 수정하여 구성한 이유는 끊임없이 

개발되는 새롭고 복잡한 IT기술의 특성을 반 하고[7] 

스마트 TV가 최근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한, 본 논문에서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모델

의 핵심요소들과 선행연구를 기 로 선정한 6개 요소(

신성,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환

비용, 환이익)이 스마트 TV 잠재  수용자의 이용의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

델(SEM)을 통해 규명 하 다

본 연구의 모델은 최종 내생변인으로 스마트 TV 이용

의도, 내생변인은 노력기 , 성과기 , 사회  향을 설

정하 고, 신성,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

페이스, 환비용, 환이익, 경험은 내생변인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모형에 맞춰 자료 수집을 한 설문지를 작성

하 다. 최종 내생 변인인 스마트 TV의 이용 의도는 5개 

문항, 내생변인인 노력기 와 성과기 는 각각 4개 문항, 

사회  향은 5개 문항의 찰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외생변인인 신성은 5개 문항, 환비용과 환이익은 

각각 4개 문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4개 문항, 서비스 인

터페이스는 3개 문항, 경험은 3개 문항으로 찰 측정하

다.

선정된 요인들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해 [그림 2]

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그림 2]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도입되는 뉴미디어의 특성이나 사회  환경 등에 따

라 기 이용자들의 특성은 조 씩 차이가 있지만,  기존

의 뉴미디어 채택 연구  특히 정보 미디어의 채택과 

련하여 공통 으로 다루고 있는 이용자의 특성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채택과 련된 신에 한 이용자의 주

 평가와 태도, 즉 신  성향(innovativeness)이 새

로운 미디어 채택에 향을 미친다는 을 주목할 수 있

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용자가 신제품 선호도, 새로운 

것에 한 지 선호도, 자신감 등과 같이 변화 지향 이

며 새로운 정보추구 욕구가 강할 경우 신 기술을 수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6][9][12][17][22][27].

이와 련하여 Agarwal과 Prasad(1997)는 개인의 

신성을 ‘개인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목 을 달성

하는데 그 기술을 극 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라고 

조작  정의를 하면서, 모바일 기술 확산에 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신  성향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용의도

에 결정  역할을 하 다고 밝혔다[13].

이화진 외(2006)는 성 DMB 수용에 한 연구를 통

해 채택자들의 개인  신성이 높을수록 성 DMB 채

택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10], 디지털 

이블 TV 기 수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박인곤, 강형

구(2007)도 이들은 상 으로 새로운 제품을 빨리 교체

하고 유행에 민감하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매체 채택에 이용자의 신  성향이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논의하고 있다[7].

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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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신성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2 : 신성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3 : 신성은 사회  향에 정(+)의 향을  

것이다.

둘째, 경험은 개인의 기술 수용에 다른 을 별하는 

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18][19]. 를 들면, 마  

연구에서,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 과거 경험은 개인의 새

로운 기술에 한 태도에 정 으로 향을 미쳤으며, 

결과 으로 그 개인은 이런 기술을 수용하게 된다고 하

다[16][25]. 정보시스템 연구 한 마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부여 주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으

로부터 정 인 경험이 새로운 기술 수용 시 개인의 행

동의지  실제사용에 큰 향을 다고 명되었다

[14][20].

보통, 기술 수용 연구에서는 경험의 효과를 주  규

범과 지각된 유용성[23], 는 주  규범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조사되었다[24].

이들 연구에 의하면, 주  규범과 지각된 유용성, 

는 행동의도의 상 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험이 더

해짐으로써 약해졌다. 스마트 TV 수용시, 개인의 속성에 

련된 변수와 행동의지 사이에서 경험의 향을 좀 더 

신 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TV 기술은 융합 환

경의 뉴미디어 시 에 새로운 기술이므로, 수용에 있어

서 사용자의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스마트 TV와 유사한 기술을 가진 스마트 폰이나, 태

블릿 PC에서 표 화된 운 체제를 탑재하여 유사한 인

터페이스 환경을 경험했거나  다양한 앱을 사용했던 경

험 등은 스마트 TV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특히, 경제 인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외부로부

터의 지원을 가진 개인이 기존의 기술사용에서 정 인 

경험을 가졌다면, 그들의 스마트 TV 수용에 한 태도 

 행동 의도는 더욱 정 일 것이다. 반면, 새 기술 수

용에서 경제  능력이 있는 개인들은 과거 새 기술 사용

으로 정 인 경험이 없었다면, 스마트 TV 수용에 한 

의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4 : 경험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5 : 경험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6 : 경험은 사회  향에 정(+)의 향을  것

이다.

스마트 TV는 시청자가 직  컨텐츠를 검색하는 서비

스 이므로 기존 TV의 리모콘보다 복잡한 조작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스마트 TV 성패의 건이라고 할 수 있

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소비자 가 쇼(CES2011)

에서 삼성, LG, 소니 등 스마트 TV를 선보인 가운데 스

마트 TV를 조작하는 리모컨도 이슈로 두 되었다. 풍부

한 컨텐츠 뿐 아니라 리모컨을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

는가에 따라 스마트TV의 성공여부도 쳐지기 때문이

다. 스마트 TV의 성공의 열쇠의 하나로 인터페이스 개발

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 TV의 매

체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요소에 한 연구는 아

직 없으나 유사한 기술인 스마트 폰에 한 인터페이스 

요소에 요성에 한 연구는 다수가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와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데, 사용

자 인터페이스는 입력도구, 디스 이, 인간공학  요소

들(터치, 슬라이드, 크기), 커뮤니 이션 방법, 애 리

이션을 포 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이다[23].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은 입력  근의 용이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장 을 지니는데, 화면 체가 디스 이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합한 사용자 환경으로 변

형이 가능하며 가장 직 인 인터페이스로 평가받고 있

다[4]. 다양한 터치 느낌과 슬라이드는 스마트폰의 주요

한 인터페이스 요소이며, 자유로운 포인 과 빠른 조작 

속도, 다양한 입력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조작의 재미

와 즐거움을 제공한다[5]. 한 가장 향력 있는 스마트

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애 리 이션에 주목

할 수 있다. 김동민과 이칠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인터페이스와 애 리 이션 제공 

환경임을 강조하면서 애 사의 아이폰의 성공사례는 멀

티터치를 기반으로 첨단 인터페이스 기술과 소 트웨어 

매 환경을 조기 구축하여 이 두 분야의 기술을 선 하

기 때문이라고 피력하 다[4].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스

마트폰 사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련된 측

면을 의미하는데, Ketola 등(2001)은 서비스 인터페이스

를 이용성, 이용가능성, 상호이용 가능성의 항목을 구분

하 다[23]. 뉴미디어 수용 연구들에서 서비스에 한 논

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언제, 어디

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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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성 개념이 내재된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은 이용 가치에 한 인식 때문에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임병하와 

김동 (2007)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만족도에 한 연

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신뢰성, 통신품질, 사용편의성, 고객서비스가 유의미한 

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검증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23].

가설 7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노력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8 :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노력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9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성과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10 :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성과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11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회  향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12 :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사회  향에 정(+)의 

향을  것이다.

Kim & Kankanhalli(2009)은 상유지편향 이론에서  

지각된 가치에 하여 이익과 비용을 환이익

(switching benefits)과 환비용(switching costs)으로 

정의하 다[24].

재 스마트 TV 가격은 200만 원  이상으로 일반 

TV에 비해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김규동과 이시

훈(2008)은 개인형 미디어의 경우에 비용이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로 미디어 소

유를 한 필수 인 비용 지불, 이용요 을 개인이 감당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2]. 김 재(2009)는 새

로운 신으로 DMB 폰의 가격이 기존 경험에 비추어 

험부담이 다면 수용하겠지만, 기존 경험에 비춰 지나

치게 높으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잠재  수용

자들은 비용 비 효율을 먼  생각하고, 사용자 항에 

향을 미친다[1].

고가의 스마트 TV 이용에 따른 사용자 항의 요한 

변인으로 환이익(switching benefits)과 환비용

(switching costs)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TV의 생명주기가 길고, 스마트 

기능이 있는 TV와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 TV 구입

에 드는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비용

은 실제  비용이 아닌 신기술 채택에 한 심리  

비용인 환비용을  고려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3 : 환비용은 노력기 에 부(-)의 향을  

것이다.

가설 14 : 환이익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15 : 환비용은 성과기 에 부(-)의 향을  

것이다.

가설 16 : 환이익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17 : 환비용은 사회  향에 부(-)의 향 을  

 것이다.

가설 18 : 환이익은 사회  향에 정(+)의 향을 

 것이다.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에서 성과에 한 기 , 

노력에 한 기 , 사회  향, 진 조건 등이 행 의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9 : 성과기 는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20 : 노력기 는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가설 21 : 사회  향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모델(UTAUT)

를 바탕으로 뉴미디어로 등장한 스마트 TV가 기 도입

단계에 있는 만큼 신기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  성

향과, 경험 이라는 이용자의 개인  속성과, 매체의 속성

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비용 측

면에서 환비용과 환이익을 외부변수로 사용하 다.

4. 연구방법

4.1 조사 대상 및 분석

개발된 측정도구는 련 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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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사회적영향 
4 .831 .123 -.026 .163 -.036 .021 -.004 .006 .187

사회적영향 
5 .828 .097 -.025 .164 -.025 .089 .013 -.003 .209

사회적영향 
3 .801 .022 .102 .045 .169 .132 .019 .069 .063

사회적영향 
2 .788 .077 .094 -.028 .293 .024 .041 .164 -.088

사회적영향 
1 .731 .022 .158 -.007 .310 .019 .028 .136 -.113

이용의도 5 .567 .208 .156 .281 .238 .010 .158 .219 .147

이용의도 3 .559 .080 .100 .278 .336 .106 .022 .121 .131

이용의도 4 .552 .077 .153 .336 .381 .020 .058 .182 .135

혁신성 2 .140 .813 .147 .017 .100 .031 .195 .065 .067

혁신성 3 .051 .789 .154 -.049 .082 .048 .140 .141 .139

혁신성 4 .147 .744 .097 .097 .100 .182 .183 .110 .043

혁신성 5 .033 .712 .277 -.009 .064 .084 .104 .049 .222

혁신성 1 .087 .712 .186 .185 .020 .175 .092 .051 -.008

노력기대 2 .089 .238 .842 .062 .070 .195 .138 .101 .144

노력기대 3 .133 .266 .828 .087 .127 .174 .042 .076 .132

노력기대 4 .138 .239 .772 .155 .054 .221 .147 .100 .179

노력기대 1 .061 .193 .764 .025 .139 .153 .096 .067 .260

전환이익 1 .187 .030 .075 .816 .170 .160 .008 .104 .032

전환이익 2 .127 .071 .112 .799 .184 .191 .064 .088 .011

전환이익 3 .143 .055 .018 .765 .286 .226 .001 .041 .132

전환이익 4 .190 .038 .073 .587 .462 .150 -.056 -.081 .163

성과기대 3 .269 .106 .069 .215 .780 .146 -.005 -.005 .057

성과기대 2 .233 .049 .172 .345 .721 .193 .022 -.095 .069

성과기대 4 .342 .160 .033 .165 .719 .024 -.057 .074 .168

성과기대 1 .226 .129 .244 .278 .543 .291 .084 .182 .153

사용자인터
페이스3 .105 .073 .200 .153 .081 .806 -.003 .064 .168

사용자인터
페이스2 .033 .155 .225 .262 .048 .792 .083 .027 .073

사용자인터
페이스4 .074 .142 .076 .119 .188 .722 .179 .061 .299

사용자인터
페이스1 .085 .193 .245 .230 .204 .663 .034 .190 .029

경험 2 .005 .185 .036 .008 .027 .079 .923 -.037 .089

경험 1 .070 .153 .144 .061 -.058 .065 .891 .008 -.010

경험 3 .060 .399 .169 -.023 .031 .079 .780 .034 .040

전환비용 2 .011 -.149 -.069 .129 -.053 -.013 .026 -.810 -.109

전환비용 3 -.166 -.079 -.119 -.072 -.028 -.110 -.021 -.755 -.056

전환비용 1 -.365 -.104 -.040 -.181 -.091 -.032 .025 -.618 -.140

전환비용 4 -.120 -.047 -.062 -.413 .160 -.180 -.040 -.569 -.129

서비스인터
페이스3 .170 .155 .205 .038 .079 .122 .066 .154 .765

서비스인터
페이스2 .091 .146 .271 .136 .148 .250 .056 .141 .726

서비스인터
페이스1 .180 .142 .273 .142 .166 .199 .004 .149 .650

eigenvalue 요인1=12.34, 요인2=4.27, 요인3=2.83, 요인4=2.19, 요인5=1.77 
           요인6=1.52, 요인7=1.22, 요인8=1.15, 요인9=1.06, 요인10=0.85

<표 1> 요인 분석거쳐 신뢰도를 검증하 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의 

수정․보완 후, 본 조사용 설문지를 확정하 다.

본 조사는 지역 소재 IT 기업 기업과, 학생  교직

원, 법인체, 주식회사 등에서 설문지를 직  수거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2011년 2월∼3월 사이에 조사되었다.

4.2 표본 특성

표본에서 성별 구성을 보면 총 303명 응답자 에서 

남성이 145명(47.9%), 여성이 158명(52.1%)을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구성을 보면 18～20 가 172명으로 가장 많으

며, 30  75명, 40  47명, 50  이상 9명이 조사되었다. 

학력별 구성을 보면 주로 문 졸 이하 71명(23.4%),

학교 재학/졸업 149명(49.2%)이고, 학원 재학/ 졸업 이

상 83명(27.4%)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학생이 150명

(49.5%), 사무직이 88명(29.0%), 문직이 46명(15.2%), 

자 업, 기타, 생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월평균 소

득은 100만미만이 113명(37.3%), 100만원～200만원이 73

명(24.1%), 200만원～300만원이 44명(14.5%), 300만원～

400만원 28명(9.2%), 400만원～500만원 28명(9.2%), 500

만원 이상 14명(4.6%), 결측치가 3명(1%)으로 나타났다.  

5. 실증분석

5.1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이용해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요인분석 시 요인 간에 교차 부하되거나, 이론  

차원과는 다른 요인에 재되거나, 재치가 낮아 타당

성을 해하는 항목들은 모두 제거하 으며 요인의 수를 

최소화 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고, 회

방식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유용

하여 일반 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직교회 (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체 변수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표 1>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요인으로 분리 되

었다.  요인 분석에서 요인 사회  향과 이용의도가 동

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어 집  타당성은 구

조방정식 모델에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측정항목의 련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치로 설명되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재치가 각 구성개념별로 경험을 

제외하고 0.6을 상회하 다. 따라서 구성개념에 한 측

정항목의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한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은 구성개념간의 이질성을 의미하

는데, <표 1>의 요인분석결과에서 각 측정항목들의 련

되지 않은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치의 값이 부

분 0.3이하로 구성개념들 간의 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하여 변수

로 활용된 신성, 환이익, 환비용, 사용자인터페이

스, 서비스인터페이스, 노력기 , 성과기 , 사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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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변수
표

재치
오차

개념 

신뢰도
AVE

혁신성

혁신성5 0.733 0.028

0.989 0.946

혁신성4 0.768 0.040

혁신성3 0.787 0.029

혁신성2 0.828 0.030

혁신성1 0.700 0.039

전환비용

전환비용4 0.597 0.040

0.971 0.892
전환비용3 0.697 0.054

전환비용2 0.605 0.056

전환비용1 0.693 0.054

전환이익

전환이익4 0.740 0.031

0.990 0.965
전환이익3 0.864 0.021

전환이익2 0.801 0.022

전환이익1 0.810 0.020

사용자

인터페이

스

사용자인터페

이스4
0.758 0.025

0.991 0.966

사용자인터페

이스3
0.807 0.020

사용자인터페

이스2
0.827 0.019

사용자인터페

이스1
0.752 0.022

서비스

인터페이

스

서비스인터페

이스3
0.711 0.032

0.985 0.956
서비스인터페

이스1
0.786 0.028

서비스인터페

이스2
0.849 0.025

노력기대

노력기대1 0.791 0.024

0.994 0.975
노력기대2 0.924 0.014

노력기대3 0.895 0.020

노력기대4 0.879 0.019

성과기대

성과기대1 0.742 0.029

0.989 0.956
성과기대2 0.865 0.023

성과기대3 0.829 0.027

성과기대4 0.764 0.040

사회적 

영향

사회적영향5 0.702 0.036

0.990 0.954

사회적영향4 0.697 0.033

사회적영향3 0.795 0.031

사회적영향2 0.882 0.023

사회적영향1 0.832 0.027

경  험

경  험1 0.871 0.056

0.977 0.933경  험2 0.926 0.059

경  험3 0.819 0.049

신성 경험
환

비용

환

이익

사용자

인터페

이스

서비스

인터페

이스

노력

기

성과

기

사회

향

이용

의도

신성 -

경험 .455** -

환

비용
-.298** -.080 -

환

이익
.217** .078 -.275**

사용자

인터

페이스

.394** .240** -.305** .504** -

서비스

인터

페이스

.412** .191** -.394** .362** .512** -

노력

기
.528** .318** -.307** .292** .521** .564** -

성과

기
.323** .104 -.256** .623** .451** .422** .392** -

사회

향
.252** .112 -.340** .361** .232** .328** .260** .517** -

이용

의도
.354** .176** -.408** .555** .372** .446** .386** .630** .687** -

**. 상 계수는 0.01 수 (한쪽)에서 유의한다.  *. 상 계수는 0.05 수 (한쪽)에서 

유의한다.  

경험 등 구성 개념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표 2>와 

같이 실시하 다. 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본 논

문에서는 AMOS에서 제공되는 요인 재량을 이용하여 

집 타당도와 별 타당도를 검증하 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각 연구변수에 있어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의 경우 일반  추천 기 치인 0.7 이상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  일 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산추출지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별타당성 검증을 해 본 논문에서는 평균분산추출

값(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개념들간 상 계

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이용

하 다. <표 3>과 같이 최  상 계수인 사회  향과 

이용의도의 값인 0.687을 제곱한 0.472 값이 모든 평균분

산추출값(AVE)보다 작아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이 확인되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검토하기 해 상 계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상 이 높은가에 한 기 은 없

으나 0.80을 과하면 다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변인들 간의 상

계에서 0.80을 넘는 상 은 존재하지 않아 다 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5.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및 가설검증결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 카이자승

치, 오차평균차이(RMSEA), 비교 합지수(CFI), 증분

합지수(IFI), 비표 합지수(NNFI) 등을 포함하는 다양

한 지수를 활용하 다. 합도 지수는  합도 지수

와 상 합도지수 등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지수별

로 권장 수용 기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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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지수 측정값 임계치 기

χ² 1976.293(p=.000) p>.05

χ²/df 2.902 1.0χ²/df2.0～3.0

RMSEA 0.079 0.08

GFI 0.842 0.80

AGFI 0.819 0.80

NNFI 0.820 0.80

CFI 0.834 0.80

IFI 0.836 0.80

경 로 t-value p 가설
검증

노력기 ← 신성 5.874*** *** 채택

노력기 ← 환비용 -1.098 0.272 기각

노력기 ← 환이익 -0.398 0.691 기각

노력기 ←
사용자인터페이스 5.339*** *** 채택

노력기 ←
서비스인터페이스

6.176*** *** 채택

노력기 ←경험 -0.862 0.389 기각

성과기 ← 신성 3.113** 0.002 채택

성과기 ← 환비용 -0.146 0.884 기각

성과기 ← 환이익 9.143*** *** 채택

성과기 ←
사용자인터페이스 1.227 0.22 기각

성과기 ←경험 1.394 0.163 기각

성과기 ←
서비스인터페이스 3.661*** *** 채택

사회 향← 신성 2.303* 0.021 채택

사회 향← 환비용 -3.959*** *** 채택

사회 향← 환이익 5.628*** *** 채택

사회 향←사용자
인터페이스

-2.135* 0.033 채택

사회 향←서비스
인터페이스 2.81** 0.005 채택

사회 향←경험 0.176 0.86 기각

이용의도←노력기 2.299* 0.022 채택

이용의도←성과기 6.78*** *** 채택

이용의도←사회 향 9.158*** *** 채택

‘이용의도’의 R² =.586, ‘노력기 ’의 R² =.458 , 
‘성과기 ’의 R² =.441, ‘사회  향’의 R² =.207

<표 5> 구조모형의 요인 적재량 및 가설검증이 연구에서 모델 합성에 한 합도 검증결과 

<표 4>에 의하면 χ²의 확률치인 p값이 합하지 않으나 

그 안인 Q값(χ²/df)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Q값의 경우 1 이하이면, 과  합된 모델이고 3이하 이

면 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Q값이(χ²=1976.293/681) 

2.902로 이상  수 에서 모델이 합함을 알 수 있다. 나

머지 합도 지수인 NNFI, CFI, IFI는 0.9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GFI=0.842, 

AGFI=0.819, NNFI=0.820, CFI=0.834 ,IFI=0.836 등으로 

양호한 수 인 0.8보다 큼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합

도 지수들을 고려 할 때 연구 모델을 설명하는데 합한 

것으로 단된다. 한  RMSEA는 0.05이하 이면 아주 

양호하고 0.08이하인 경우 모형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데 RMSEA=0.079로 모델이 합함을 알 수 있다. 한, 

χ²=981.736(p=.000), RMSEA=0.093, NFI=0.822, CFI=0.873, 

IFI=0.874 등으로 분석되었다. RMSEA는 0.1보다 작아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NFI, CFI, IFI 등은 0.9보다 커야 

아주 양호하나 0.8보다 큼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합

도 지수들을 고려 할 때 연구 모델을 설명하는데 합한 

것으로 단된다.

<표 4> 가설 검증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이 연구의 구조모델 21개의 경로 

 14개의 모수추정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에 한 경로분석을 통해 스마트 TV의 사용의도에 

한 계 분석에서 최종 내생변인인 스마트 TV사용의

도에는 내생변인  성과기 와 사회  향이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노력기 는 신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

페이스 변인에서 성과기 는 신성, 환이익,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회  향은 신성, 환이익, 환비용,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수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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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모형의 AMOS 분석 결과

6. 결론 및 향후 과제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TV는 스마트폰 이상의 향

력을 지닐 것으로 망되고 있다. 정보와 오락을 심으

로 가정에서 TV가 차지하는 기능과 비 은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으로 높으며 인터넷, 어 리 이션, 리치 

컨텐츠의 결합으로 가용성이 강화된다면 TV 이상으로 

가정과 비즈니스측면에서 포지셔닝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한 스마트 TV는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와 연동되

어 컨텐츠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스크린과, 스마

트 워크와 스마트 홈을 통해 스마트 IT 기기의 허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TV는 

TV의 기능 확 를 넘어 스마트 미디어의 심으로 자리 

잡고, 공 TV, 성방송, 이블TV 등의 일반TV 매

체보다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의 장 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선도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의 통합모델

(UTAUT)에 근거한 스마트 TV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하여 검증

하 다.

외생변인은 기존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에서 정보

미디어 기 채택자의 주요 특성으로 주목하여한 신  

성향(innovativeness)을 설정하 고, 한 상호작용  미

디어 련 연구에서 주요 향 변인으로 주목하여 비용

의 향력(fare influence)과, 신 기술의 수용에 련된 

변화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나타내는 상유지편향이

론에서 주목한  환비용을 설정하 다. 한 스마트 TV

의 특성상 인터페이스 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인터페

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하 다. 스마트 TV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 폰, 앱 등에 한 사  경험

을 설정하 다. 이에 향을 받은 노력기 , 성과기 , 사

회  향력(social influence)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

탕으로 체 인 스마트 TV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논의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차원

인 이용자 특성 변인이 노력기 , 성과기 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에 정 인 향력

이 검증되었다. 

신성은 노력기 , 성과기 , 사회  향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

스는 노력기 에, 환이익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성과

기 에, 환비용, 환이익, 서비스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성과기 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특히 스마트 TV의 특성상 입력장치에 한 요성이 

부각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경험은 

노력기 , 성과기 , 사회  향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스마트 

TV와 유사한 기능의 스마트폰과  앱에 한 사  지식

이 스마트 TV 이용을 한 노력기 , 성과기 , 사회  

향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기

기에 한 인식이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력기 와 성과기 , 사회  향은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스마트 TV 수용에 한 연구에서

는 신성, 환비용, 환이익,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용

자 인터페이스가 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 TV를 상으로 한 본 논문의 기여 을 이론

인 과 실무 인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 인 에서 기여하는 바는 첫째, UTAUT

를 기반으로 스마트 TV 잠재 사용자들의 행 의도에 

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둘째, 스마트 TV의 

기 수용단계에서 련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이

론 인 측면에서 근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스마

트 TV와 같은 뉴미디어 혹은 새로운 기술은 이용자들은 

스마트 TV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확장된 기술수용

과 사용 통합모델(UTAUT)에 근거한 모형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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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부 변인이 스마트 TV의 수용에 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한 향력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이론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실무 인 의 기여하는 바는 디지털 컨버 스의 

표 인 제품  하나인 스마트 TV를 상으로 사용자

들의 수용의도를 악하 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

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시장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

문의 결과는 향후 스마트 TV 시장을 선 하기 해 기

업에서 마  략 수립이나 콘텐츠를 개발할 때 사용

자들의 특성과 스마트 TV의 인터페이스의 특성 잘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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