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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능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광고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
어 광고인 IPTV 광고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광고 이용동기를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IPTV 광고 이용동기가 
IPTV 광고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광고환경에서 광고 이용동기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IPTV 광고 이용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동기 항목 추출을 위한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IPTV 광고 이용동기로‘경제’, ‘정보’, ‘광고’, ‘습관’의 4개 요인이 추
출되었다. 추출된 IPTV 광고 이용동기가 IPTV 광고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본 결과, 각각의 이용동기가 각
각의 IPTV 광고 이용행동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IPTV 광고, 이용동기, 이용행동, 소비자 능동성, 뉴미디어 광고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motives for using IPTV advertising an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motivations on using behavior of IPTV advertising. To understand the motives for using IPTV 
advertising, a survey was conducted after pre-test for questionnaire design. The Composition of motive factors 
were ascertained through factor analysis. The analysis produced 4 dimensions of motives for using IPTV 
advertising, including 'economic motivation', 'information', 'advertising', and 'passing time/habit'. Each motive 
impacted on each using behavior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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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방송 로그램

과 같은 멀티콘텐츠를 인터넷망(IP 망)을 이용해 공 에

게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방송 + 통신 서비스”라고 정의

해볼 수 있다. 고화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편리한 네

트워크를 통해 양방향으로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인 IPTV는 수용자 심의 미디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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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로 인하여 변하는 재

의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그 시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2].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는  세계 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된다. 국내의 경

우 2012년 말 기  국내 IPTV 가입자 규모는 총 652만명

으로 1년새 가입자가 161만명이나 늘어나며 33%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IPTV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련 업계에

서는 IPTV 고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IPTV 고

는 표 인 양방향 TV 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PTV 고는 고속 인터넷망이라는 안정 인 상향채

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고가 기술 으로 

가능해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주요 고 미디어로

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바

탕으로 한 IPTV 고는 통 인 TV 고의 랜드 구

축 효과와 온라인 고의 양방향  특성을 모두 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 시장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

며, 향후에도 고시장에서의 향력은 확 되리라 상

된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서 IPTV의 성장성과 새로

운 유형의 고로서 IPTV 고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IPTV 고에 한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능동성 확 를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마

 환경에서는 매스 미디어에서 일방 으로 달하는 

고를 받아들이는 수동  소비자 에서 벗어나 고

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능동  소비자 으로의 변화

를 필요로 하며, 이에 한 학문  심도 필요하다. 그러

나 능동  소비자 을 바탕으로 한 고 이용동기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 선택  노출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IPTV 고환

경은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 이용동기 

의 용을 가능하게 한다. IPTV 고 환경에서 소비자

는 더 이상 수동 으로 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

며, 다양한 목 을 가지고 능동 으로 고 메시지를 선

택하거나 는 회피할 수 있다. 즉 능동 인 미디어 이용

자가 그러하듯이 IPTV 고 이용자도 다양한 목 을 가

지고 능동 으로 고를 하고 이용한다고 상해볼 

수 있다. IPTV 고환경에서는 이제 고가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의 보다 소비자가 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한 연구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능동성이 확 되고 있는 

재의 고환경에서 방송통신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재의 미디어 환경을 변한다고 할 수 있는 IPTV의 고 

이용동기를 악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써 새로운 고환경에서 고 이용동기의 

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문 으로 소비

자의 능동성이 확 되고 있는 고환경에서 소비자의 

고 이용동기 련 연구의 폭을 넓히고, 실무 으로 IPTV 

고 이용동기와 그 향을 악함으로써 새로운 IPTV 

고 략 수립 시 이를 반 ,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

해본다. 

2. 이론적 배경

2.1 IPTV 광고 

IPTV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련 업계에

서는 IPTV 고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IPTV 환경

에서의 방향 커뮤니 이션 활용, 수용자 능동성 확장 

등의 특성들이 IPTV 고에도 용되어 재 새로운 형

태의 IPTV 고들이 집행되고 있다. 구체 으로 IPTV 

고로 로그램을 보기 해 시청자가 기다리는 동안 노

출되는 동 상 고인 로딩 고, 고 시청 시 노출되는 

버튼의 클릭을 통해 더 자세한 제품정보나 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 티  고, IPTV 내 입 된 고

주 용 채 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세한 

랜드 정보를 얻거나 로모션 참여가 가능한 

DAL(Dedicated Advertiser Location) 등이 활용되고 있

다. 한 화같은 콘텐츠 시청  소비자 의사에 따라 

클릭을 통하여 고 메시지에 선택 으로 노출될 수 있

고, 제품 구매도 가능하다.

통 인 고와 비교한 IPTV 고의 주요 특성을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성이다. 

IPTV 고의 최  강 은 소비자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 으

로 소비자는 고를 보다가 제품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부가 인 정보를 리모콘으로 요청하여 볼 수 있

으며, 로모션에 참가할 수도 있고, 고에 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 원하는 고 메시지를, 원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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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이 가능하며 제품구매도 가

능하다. 

IPTV 고의 두 번째 특성은 맞춤형 고이다. 고 

메시지가 달되는 수용자를 개별 가구까지 선택할 수 

있는 IPTV 고는 고 메시지 수용자의 수, 특성을 세

부 으로 조 하여 완 한 타깃 마 을 실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IPTV 고 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4]. 즉 고주 입장에서

는 IPTV 고를 통해 차별화된 고 메시지를 원하는 개

별 소비자에게 달할 수 있으며[12], 이는 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특성은 고주의 입장에서 IPTV를 통해 다양

한 고, 다양한 마 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PTV에서

는 방송 고와 인터넷 고의 특성을 모두 활용하여 기

존 TV-CF는 물론이고 배 형태의 고, 카탈로그 같은 

구체 인 제품정보의 제공, 소비자 로모션 진행 등 다

양한 형태의 고와 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IPTV 

고와 련하여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를 통

하여 T-Commerce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2 이용과 충족 이론과 광고에의 적용 

이용과 충족 이론은 커뮤니 이션 련 주요 이론으

로 매스 미디어 수용자의 능동 인 미디어 이용을 설명

하는 이론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미디어의 수동 인 

수용자 에서 벗어나 필요에 의하여 능동 으로 미디

어를 이용하는 능동 인 이용자의 을 취한다. 이용

과 충족 이론의 기본 인 은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무엇을 하는가라는 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하는가에 을 맞춘다. 즉 이용자는 구체

인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특정 미디어를 의도 으로 선택하며 소비한다는 것이다

[6][7].

그 동안의 이용과 충족 연구는 개인의 사회 ·심리  

변인들을 포함하여 미디어 이용동기는 무엇인가? 사람들

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해 매스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미디어 이용동기, 미디어 이용의 결과로서 

매스 미디어의 향과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목표

에 한 이해를 추구해왔다[7]. 

미디어의 이용과 충족에 한 연구는 미디어 이용동

기 분석을 넘어 미디어 이용동기가 미디어에 한 태도 

 이용행동에 미치는 향에 심을 가져왔다. Rubin의 

1983년 텔 비  시청동기 련 연구에서 특정한 시청동

기가 그에 상응하는 시청태도와 시청행동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미디어의 이용동기가 미디어 

이용행태를 성공 으로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이용과 충족 이론의 고에의 용 배경은 최근의 

고 환경에서 고에 한 소비자의 능동성과 고 이용

동기 다양성의 증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

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커뮤니 이션 환경의 격한 변

화는 수동 인 고 노출을 제로 하는 고모델의 변

화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고 의 핵심은 소비자들

로 하여  고 메시지를 스스로 찾아 선택하여 활용하

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고환경에서 소비

자의 능동성은 IPTV, 인터넷, 등 뉴미디어 고에서 상

호작용  기술의 발달로 더욱 실화되고 있다. 

최근의 고 환경에서 고에 한 소비자의 능동성 

증가와 함께 이용과 충족 이론의 고에의 용을 가능

하게 하는  하나의 요한 요인은 소비자들이 고에

서 얻고자 하는 동기가 다양해졌다는 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련된 정보 취득이라는 동

기 이외에 다양한 동기로 고를 이용한다. 련 연구

[1][9][10]결과를 보면 오락은 고의 주요 동기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세 에게 있어 동 상 고, 애니

메이션 고 등은 고 자체로서 오락  즐거움을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상호작용  뉴미디어 환경에서 

고  후 이벤트 참여, 제품 구매 등 다양한 행동이 

가능해짐으로써 고 이용동기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O'Donohoe(1994)는 고에 이용과 충족 이론의 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와 련된 이론을 반 으로 정립

하 다. O'Donohoe의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고를 통하

여 제품정보 취득 동기 외에 오락, 사회  친교, 환경감

시, 자아확인 등의 동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는 연구논문을 통하여 소비자가 능동 이고 선택

이며 목 지향 으로 고를 소비하고 있다는 을 

확인하 으며, 따라서 다른 미디어 연구들에서처럼 고 

분야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의 용이 유용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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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최민욱(2007)은 표 인 인터넷 고인 키워드 검색

고, 배 고, 동 상 고의 이용동기를 악하 다. 

연구결과 ‘편리’, ‘오락’, ‘경제’, ‘정보’ 등 다양한 이용동기

들이 추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용동기들이 인터넷 고 

유형 별로 차별 으로 나타나, 인터넷 미디어의 복합  

특성이 인터넷 고에도 반 되었다고 분석하 다. 한 

인터넷 고 유형에 따라 이러한 인터넷 고 이용동기가 

인터넷 고 이용행태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하 다[3].

3. 연구문제 및 가설

IPTV 고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고 노출 여부는 물

론 고 정보의 양  이용과정을 능동 으로 조 할 수 

있으며, 통 인 TV-CF 시청, 자세한 제품정보 검색, 

로모션 참여, 제품 구매 등 다양한 고 련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게 양방향의 특성을 가진 상호작용  미

디어로서 소비자의 능동성이 확 되고, 다양한 고 형

태의 활용이 가능한 IPTV 고에서 소비자가 어떤 이용

동기를 가지고 고를 하고 활용하는지 악하는 것

은 최근의 새로운 고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IPTV 

고를 상으로 소비자의 고 이용동기를 악하려고 한

다. 한 악된 IPTV 고 이용동기가 기존의 텔 비  

이용동기, 인터넷 등 뉴미디어 이용동기와는 어떻게 다

른지 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IPTV 고의 주 이용동기는 무엇인가?

이용과 충족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텔 비 , 인터

넷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미디어 이용동기가 미디어에 

한 이용행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1][5][8][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을 

IPTV 고에 용하여 악된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 이용동기와 함께 성, 연령, 교

육수 , 소득수 을 함께 악하여 이들 변인이 IPTV 

고 이용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IPTV 고는 기존 TV 고와 달리 소비자의 능동

인 고 이용행동을 수반한다. 먼  고 노출 자체를 소

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화와 같은 콘텐츠를 보던  

고 팦업 창이 나타나 클릭을 하면 고에 노출되게 된

다. 한 고를 보는 과정에서 그 제품에 한 더 자세

한 정보를 원하면 클릭을 하여 상세한 제품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고를 보는 과정에서 클릭행동을 통하

여 고에서 제안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설문에 참여

할 수 있고, 보고 있는 고에 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궁극 으로 고를 통하여 제품 구매도 할 수 있

다. 지 까지 언 한 IPTV 고를 통한 상호작용행동은 

소비자의 능동 인 IPTV 고 이용행동이라고 할 수 있

다. 미디어 이용동기가 미디어 이용행동에 향을 미친

다는 련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때 IPTV 고 환경에

서 소비자의 IPTV 고 이용동기는 앞서 언 한 극

인 IPTV 고 이용행동에 향을 미치리라고 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IPTV 고 이용동기는 화와 같은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 클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IPTV 고 이용동기는 고를 보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해 뜨는 팝업 창 클

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IPTV 고 이용동기는 이벤트 참여, 설문 

참여, 고 평가 등 극 인 고 련 참

여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IPTV 고 이용동기는 제품 구매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IPTV 고 이용동기를 악하기 하

여 일반 인 미디어 이용동기 연구의 과정을 진행하 다. 

먼  사 조사 결과  이 의 미디어 이용과 충족 연 

연구에서 이용된 항목을 참고하여 IPTV 고 이용동기 

항목을 추출하 고, 추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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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주요 동기 차원을 악하 다. 한 이 게 악

된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4.1 사전조사

기존 IPTV 고 이용동기와 련된 연구가 없는 상황

에서 IPTV 고 이용동기 항목을 추출하기 하여 

IPTV 시청자 37명을 상으로 개별 심층면 을 실시하

다. 개방형 질문으로 IPTV 고 이용동기에 하여 복

수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얻어진 응

답내용들을 유사한 것들은 하나로 묶고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응답이 나온 내용들을 주로 일차 으로 항

목을 선정하 다. 이 게 추출된 항목에 이  미디어 이

용동기 련 연구들의 이용동기 설문문항들을[8][13] 참

고하여 최종 으로 IPTV 고 이용동기 측정항목을 완

성하 다.

4.2 본조사

본 조사는 국내 IPTV 서비스 랜드  가장 많은 가

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올 TV 가입자를 상으로 문 

조사기 을 통하여 화면 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성

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수도권의 20

세～45세 올 TV 시청자 30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Table 1> General attributes of the survey target
(n=289)

Classification Frequency and Ratio (%)

Sex
Male 148 (51.2)

Female 141 (48.8)

Age

20s 102 (35.3)

30s 128 (44.3)

40~45  59 (20.4)

설문 상자의 연령을 20세～45세로 선정한 이유는 

IPTV 고 이용동기의 하나로 상되는 제품구매 능력

이 있어야 한다는 , 다양한 고 이용동기의 표 이 자

연스럽고 용이해야 한다는 이 고려되었다. 본 조사 목

에 맞는 자료를 얻기 하여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하

루 평균 올 TV 시청 시간이 30분 미만인 응답자와 올

TV 시청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응답자는 제외되었다. 

수집된 설문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설문 11부를 

제외한 28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효 응답자 289명

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에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IPTV 고 이용동기와 련, 응답자들은 IPTV 고 이

용동기를 나타내는 22개의 항목에 해 동의하는 정도를 

7  척도로 응답하 다. IPTV 고 련 상호작용행동

으로 화와 같은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 클

릭은 지난 3개월 간 화와 같은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을 클릭한 횟수로 측정하 다. 같은 방법으로 

고를 보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해 뜨는 팝업 

창 클릭은 지난 3개월 간 클릭한 횟수로, 이벤트 참여, 설

문 참여, 고 평가 등 극 인 고 련 참여 행동은 

지난 3개월 간 이벤트, 설문, 고 평가 등 극 인 고 

련 행동에 참여한 횟수로, 제품 구매는 지난 3개월 간 

IPTV 고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횟수로 측정하 다.

본 조사 진행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단

계는 IPTV 고 이용동기의 차원을 악하기 하여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

분분석을 하 으며, 회 방법으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

게 하기 해서 베리맥스를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 다. 두 번째 단계로 

각각의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태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이용동기 요인분석 결

과 얻어진 요인 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고 필요성 

 효과 인식, 클릭과 같은 극  이용행태를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각의 회귀

분석 시 성, 연령, 교육수 , 가구소득 등 인구통계변인들

이 IPTV 고 이용행태에 미치는 향을 악해보기 

하여 이들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 다.

5. 연구결과

5.1 IPTV 광고 이용동기 

IPTV 고의 이용동기를 악하기 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재하

는 문항이나 communality가 낮은 문항 등은 제외되었다. 

해당 요인의 최소 허용 재치는 0.7, 비 해당 요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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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재치는 0.45를 기 으로 하 다. 요인분석 결과 

IPTV 고 이용동기로‘경제’, ‘정보’, ‘ 고’,‘습 ’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체 으로 약 78%의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은 높은 수 의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신뢰도를 보 다(표 2 참조). 

첫 번째 동기요인은‘경제’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약 52%의 설명력을 나타내 소비자가 IPTV 고를 이용

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이 동기차원은 IPTV 고를 

통하여 이벤트, 쿠폰, 할인, 쇼핑 등에 한 정보를 얻거

나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등 경제

인 목 으로 고를 이용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극 인 상호작용행동을 바탕으로 한 IPTV 고의 

특성이 잘 반 된 차원으로,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IPTV 고를 이용하는 동기가 수동  노출을 바탕으로 

하는 통 인 TV 고의 경우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동기요인은‘정보’요인으로 명명하 으며 약 

1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 동기는 이 의 미

디어 이용동기 연구에서 주로 발견된 동기로서, 고가 

제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고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얻는다는 면에서 상된 이용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오늘날 고도 하나의 콘텐츠로서 소비자

들이 고를 통하여 동시 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과도 련이 있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동기요인은 고 자체에 심을 가지고 이용

하는 동기로서‘ 고’동기로 명명하 으며 약 8%의 설명

력을 보 다. 이 요인차원 역시 IPTV 고의 특성이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의지와는 상 없

이 보게 되는 통 인 TV 고와 달리, IPTV 고는 

고의 노출 여부는 물론 고의 양이나 이벤트 참여 같은 

고  이후의 과정도 소비자가 통제 할 수 있다는 

에서 능동 으로 고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의사가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동기요인은 ‘심심해서’, ‘습 으로’, ‘재미있

어서’ 항목으로 구성된 요인으로‘습 ’ 요인으로 명명하

으며 약 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요인은 습 이나 

시간 보내기, 혹은 극 이지 않은 재미 추구로서 IPTV 

고를 보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동기차원은 TV 시

청동기 이용 연구[7][13]에서도 도출된 차원으로 통

인 TV 고 시청 시 나타나는 수동 인 고 노출 환경

을 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Motivations for using IPTV advertising

Survey Question

Motivating Factor

Econo

mic

Inform

ation

Advert

ising

Passi

ng 

time/

Habit

To purchase products .826 .266 .102 .127

To obtain information about 
shopping

.804 .234 .312 .145

To obtain information about 
discounts and sales

.790 .262 .285 .148

Because of interest in events .787 .117 .252 .035

Because I can buy products I 
want right away

.779 .302 .248 .144

To get coupons or samples .773 .140 .245 .060

To obtain information I want .192 .840  .113 .242

Because I can get theinformation 
I want right away

.166 .821 .269 .177

To obtain detailed information .412 .762 .166 .168

Because I can actively obtain 
information I want when I need 
it

.165 .757 .216 .150

Because I can obtain new 
information

.348 .750 .209 .224

Because it is a new form of 
advertising (novelty)

.307 .219 .822 .156

Because I can view interesting 
advertising selectively

.314 .256 .803 .292

Because I am interested in 
advertising

.318 .221 .788 .203

Because I can repeatedly view 
advertisements about products I 
want 

.305 .188 .777 .221

Because I am bored .115 .195 .168 .882

Because of habit .163 .239 .151 .826

Because it is interesting .086 .308 .391 .653

Eigenvalue 9.44 2.03 1.53 1.03

Strength of Relationship (%) 52.47 11.29 8.47 5.75

Cronbach's Alpha .933 .921 .929 .840

5.2 IPTV 광고 이용동기가 IPTV 광고 이용행

동에 미치는 영향

추출된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해본 결과, 많은 경우에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에 유의하게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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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이용동기가 각각의 

IPTV 상호작용 행동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  소비자의 IPTV 고 이용동기가 화

와 같은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 클릭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경제’(β=.200),‘ 고’(β=.157) 

동기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Table 3> Influence of motivations for using IPTV 
advertising on the clicking of 
advertising pop-up windows launched 
while watching content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t p

(Constant)     7.800     2.158      .032

Economic     1.189      .200     3.467      .001

Information      .571      .096     1.712      .088

Advertising      .931      .157     2.715      .007

Passing 

time/Habit
    -.494    -.083   -1.455      .147

Sex      .732 .   062     1.045      .297

Age     -.131    -.167   -2.744      .006

Education     -.160    -.045    -.755      .451

Income      .004      .132     2.298       .022

  

R2=.140,  F=5.679,  P=.000

즉 이벤트나 쿠폰, 쇼핑, 제품 구매 등 경제  동기를 가

지고 IPTV 고를 이용하는 경향이 클수록, 그리고 고 

자체에 심이 있어서 IPTV 고를 이용하는 경향이 클

수록 콘텐츠 시청  고에 하기 하여 자발 으

로 클릭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 

변인이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 클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β=-.167), 가구 소

득수 이 높을수록(β=.132)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

업 창 클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 고 이용동기가 고   더 자세한 제품

정보 등을 얻기 해 팝업 창을 클릭하는데 미치는 향

을 악한 결과, ‘경제’(β=.304), ‘ 고’(β=.256), ‘정보’(β 

=.128) 동기 순으로 팝업 창 클릭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

은‘정보’ 동기가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 클릭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해 팝업 창을 클릭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고 이용 시 ‘정

보’동기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특히 고  시 추가 정

보를 얻기 하여 클릭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라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 변인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해 팝업 창

을 클릭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e of motivations for using IPTV 
advertising on clicking of pop-up 
windows to obtain more detailed 
information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t p

(Constant)      5.033      2.707     .007

Economic       .973      .304      5.512     .000

Information       .409      .128      2.382     .018

Advertising       .818      .256      4.635     .000

Passing 

time/Habit
     -.203     -.063    -1.163     .246

Sex       .772      .121      2.141     .033

Age      -.039     -.091    -1.572     .117

Education      -.139     -.073    -1.278     .202

Income 2.998E-05      .002       .033      .974

R2=.218,  F=9.735, P=.000

IPTV 고 이용동기가 고를 통한 이벤트 참여, 설

문 참여, 고 평가 등 소비자의 고 자체와 련된 

극 인 참여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 고’(β

=.315), ‘경제(β=.237)’의 순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IPTV 고 련 소비자의 상호작용 행동 에서 콘텐츠 

시청  고 클릭 행동이나 고 시청  더 자세한 정

보를 얻기 한 클릭 행동의 경우에는‘경제’ 동기가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 자체와 련된 

소비자의 극 인 참여행동의 경우에는‘ 고’ 동기가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구통계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고를 통한 이벤트나 

설문, 고평가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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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of motivations for using IPTV 
advertising on the behaviour of active 
participation in advertising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t p

(Constant)     3.785      3.572     .000

Economic      .432      .237      4.297     .000

Information      .111      .061      1.135     .257

Advertising      .574      .315      5.711     .000

Passing 

time/Habit
   -.109     -.060    -1.097     .273

Sex      .321      .088      1.564     .119

Age     -.034     -.139    -2.401     .017

Education     -.142     -.131    -2.285     .023

Income       000      .046       .835      .404

R2=.217,  F=9.726,  P=.000

IPTV 고 이용동기가 제품구매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경제’(β=.263), ‘ 고’(β=.131), ‘정보’(β=.129) 

동기의 순으로 제품구매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 결과를 통하여 쇼핑, 이벤트, 

제품구매 등 ‘경제’동기가 IPTV 고 이용의 주요 동기

이며, 이러한 ‘경제’동기를 가지고 IPTV 고를 이용하

는 소비자일수록 실제 제품구매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통 인 TV 고 시청의 주요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는 습 으로 고를 시청하는 동기인‘습 ’

동기만이 극 인 양방향 고의 상호작용 행동인 제품

구매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Table 6> Influence of motivations for using IPTV 
advertising on the purchase of 
products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t p

(Constant)      .477      .518     .605

Economic      .397      .263     4.537     .000

Information      .195      .129     2.289     .023

Advertising      .198      .131     2.260     .025

Passing 

time/Habit
    -.154      .102     1.773     .077

Sex      .247      .082     1.379     .169

Age     -.007     -.034     -.560     .576

Education      .028      .031      .518     .605

Income     -.001     -.064    -1.111      .267

 

R
2
=.133,  F=5.374,  P=.000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소비자의 IPTV 고 이용동기로‘경제’,

‘정보’, ‘ 고’, ‘습 ’ 등 다양한 동기들이 추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능동 인 미디어 이용자가 다양한 동기로 

미디어를 이용하듯이, 오늘날의 능동 인 소비자도 다양

한 동기로 IPTV 고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추출된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해본 결과, 많은 경우에 IPTV 

고 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PTV 고에 있

어서 이용동기가 IPTV 고 환경에서의 고 련 상호

작용 행동에 요한 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 각 이용동기가 각각의 IPTV 고 인식  상

호작용 행동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는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요한 은 IPTV 고 이용동기 

요인분석 결과‘경제’동기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

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콘텐츠 시청  뜨는 고 팝업 

창을 클릭하는 행동, 고   더 자세한 고정보를 

얻기 하여 팝업 창을 클릭하는 행동, 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상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다. 이는 IPTV 고를 통하여 제품 쇼핑에 한 정보

를 얻거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제품까지 구매하려는‘경제’

동기가 IPTV 고 이용에 있어서 요한 동기이며, 클릭

행동과 같은 IPTV 고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동기는 인터넷 미디어에 독특한 이용동기들을 추출

하고 이러한 이용동기와 인터넷을 통한 제품구매와의 

계를 악한 연구[8] 에서도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IPTV 환경에서 고 자

체에 심을 가지고 능동 으로 고를 이용하려는 ‘

고’ 동기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용동기 차원들 에서 

유일하게 모든 IPTV 고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PTV 고 환경

에서 소비자가 능동 으로 고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소비자의 극 인‘ 고’이용동기가 

IPTV 고 이용행동을 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고’이용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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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  후 설문이나 이벤트 참여, 고 평가 등 

극 인 고 참여행동에 미치는 상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쇼핑이나 제품 구

매 련 행동에는‘경제’동기가 가장 큰 향을 미치지만, 

고에 한 태도나 고 자체와 련된 극  행동에

는‘ 고’동기가 보다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능동성이 증 되는 고 환경에

서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고인 IPTV 

고 소비자의 고 이용동기를 악하고, 고 이용행

태에 미치는 이용동기의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

써, 미디어 연구에 용되어왔던 이용과 충족 이론의 

고에의 용을 시도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결과, 소비자는 미디어 이용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능동 으로 IPTV 고를 하

고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과 

충족이론이 이제 고에도 용될 수 있다는 학문  시

사 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 클릭과 같은 IPTV 고 련 

행동의 빈도를 응답자의 단에 의하여 기입하게 하 다

는 것을 지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3개월 동안의 빈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실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 련 연구[8] 에서도 유사한 빈도 측정방법을 사용하

다는 이 고려되었지만 응답자의 기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고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능동성이 클 것이라 상되었던 IPTV 고를 상으로 

고 이용동기를 악하 다. 향후에는 더 많은 뉴미디

어 고의 이용동기를 조사하여 이번 연구결과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이

용과 충족이론 에서의 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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