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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의 핵심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수익 개선 조건으로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의 결

정 요인들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비스의 다양성은 유용성에, 서비스의 품질은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

향을 미쳤고, 둘째, 용이성이 태도와 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 태도와 만족은 모두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수익 개선에 있어 QoS 등 품질 보장과 UI/UX 등 용이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도입

단계인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 연구로서 서비스의 구성 및 가격 전략, 서비스 결합 판매 전략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main factors of willingness-to-pay for mobile IPTV emphasized as a key service in mobile 
environment. By structure equ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s that service diversity has influence on  usefulness and service 
quality influences both usefulness and ease-to-use. Secondly, usability has positive impact on  attitude and satisfaction. Thirdly, 
attitude and satisfaction influence willingness-to-pay. These result mean that quality assurance(ex, QoS) and improvement of 
usability are essential for revenue improvement revenue in mobile IPTV. And also this study can give empirical implications for 
service portfolio, pricing and bundling strategy as a leading study for mobile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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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모바일 동영상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

및 매출 전략 차원에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유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유료방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IPTV 3사는 브로드밴드(broadband)
의 장점을 활용하여 콘텐츠 이동성과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바일 IPTV 서비

정규논문 (Regular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4년 5월 (JBE Vol. 19, No. 3, May 2014)
http://dx.doi.org/10.5909/JBE.2014.19.3.385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38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4년 5월 (JBE Vol. 19, No. 3, May 2014)

스(KT의 올레tv모바일, SKB의 Btv Mobile, LGU+의
U+HDTV)를 제공하고 있다. 

IPTV 사업자는 통신 및 방송 서비스의 결합 판매(bundl- 
ing)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통신 데이터 판매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

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와 CJ E&M 계
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콘텐츠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1]1), IPTV 서비스와의 자기잠식(self-cannibalization)

의 가능성, 높은 가입자 이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바일 IPTV는 N스크린 서비스로서, IPTV 사업자가 제

공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IPTV라고 불리게 되었다
[2]. N스

크린(N-Screen) 서비스란 다양한 단말기에서 같은 콘텐츠

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단말

기에서 이용이 가능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수를 의미하는

‘N스크린’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4]. N스크린 서비스

로서의 모바일 IPTV는 독립된 서비스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기존 유료방송서비스, 유무

선 통신서비스 등과의 결합서비스로서 낮은 비용으로 제공

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IPTV 등의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연

구는 기존 유료방송과의 보완·대체여부를 분석
[5]
과 동시에

이용행태에 주목하고 지속사용의사
[6]
와 이용 동기과 불만

족 동기
[7], 유료 구매 의도

[8][9][10][11]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모바일 IPTV 서비

스를 독립된 개별 상품으로서, 혹은 독립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아직 본

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모
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12].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IPTV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IPTV가 타

N스크린 서비스와 같이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다시보기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다양성과

반응성, 품질을 선행변인으로 활용하여 이들이 유용성과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리고 유용성과 용이성이 모바일 IPTV를 이용하는 태도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태도와 만족이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함으

로써 모바일 IPTV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모바일 IPTV 이용자

들의 다양화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자간의 제

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모

바일 IPTV 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IPTV 서비스 특징
 
모바일 IPTV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HSPA(High Speed Packet Access)에서 진보된 LTE, LTE-A
가 상용화되어 모바일 단말기가 최고 150Mbps급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성장되기 시작했다. 모바일 IPTV 관
련 표준은 IPTV 프로젝트 그룹(PG219)과 IMT WiBro 프로

젝트 그룹(PG702)에서 다뤘으며, PG219 Mobile IPTV 실무

반(WG2193)에서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위한 단말구조, 메
타데이터기술, 이동성 지원기술, 콘텐츠적응기술, 끊김 없는

스트리밍 전송기술, 멀티캐스트기술, 보안기술, 단말 미들웨

어기술 등 을 다뤘으며 2012년 5월 18일 활동을중단하였다.
모바일 IPTV의 가입자 수는 KT 올레tv모바일은 260만
명(유료 80만 명), SKB Btv모바일은 200만 명(유료 80만
명), U+HDTV는 500만 명(유료 110만 명)이다2). 하지만

1) IPTV 사업자는 지상파 연합 플랫폼인 pooq과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부터 자사 모바일 IPTV 서비스에 지상파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머니투데이, “실시간 지상파 장착한 모바일IPTV, '손안의 TV' 전면전”, 2014. 01. 0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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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가입자 수가 미미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며, 유료 기반의 월정액 수익보다는

VoD, 광고수익, 플랫폼재판매 등 부가 수익중심이 될것

이라 전망되고 있다. 각사의 모바일 IPTV는 월 3,000~ 
5,0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유선 인터넷이나 IPTV 
가입 시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등 결합 판매 형태로 서비

스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월정액 수익

보다 가입자들의 무선데이터 소모에 따른수익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프로모션하

고 있고, N스크린 관련 데이터 보장 요금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함께 출시되고 있다. 

2. 미디어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
  
지불의사는 경제학, 마케팅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광

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개념
[13][14]

으로서, 소비자가 신규 상

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정의된다
[15].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불의사는 특정 상품의 수용

혹은 원하지 않는 상품을 회피하기 위하여희생혹은 교환, 
그리고 지불해야 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의미한다. 소비자

의 지불의사는 가격이나 브랜드 등 외생적 단서를 통해 상

품 및 서비스의 이점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따르는 재정적

비용을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즉, 상품에 대한

인지된 가치(perceived value)가 궁극적인 지불의사를 형성

하는 것이다
[17][18]. 지불의사는 일반 재화 뿐 아니라 행정, 

환경 등 공공재효과측정 및평가에 유용한 수단으로 확대

되어 왔다. 이는 소비자가얻게 되는 심리적효용을 계량화

하여, 비시장재 소비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동기 및 일

정 형태의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적 가치 및 행동을 파악하

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이와 같이 특정 시장 가격보다 최소한 소비자 혹은 수용

자들의 지불의가가 높을 때에만 특정 상품의 구매 혹은 수

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상품이 시장 내에서 적절

히 수용될있는가, 유료화될수 있는가, 혹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가를측정할 필요가 크다. 미디어 및 콘텐츠 상품에

대한 유료화 혹은 가격 인상 등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가

격설정 시 사용자들의 지불의사에 대한 분석, 동시에 이용

자들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

불의사가 이용자들이 해상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재화

적 특성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

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측면에서, 주로 유료화

로의 전환, 혹은 가격/요금 인상의 조건을 살피기 위해 수행

되어 왔다. 미디어 영역의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들은 유료

화에 성공한음악콘텐츠 영역
[17], 지상파 수신료에 있어 지

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19][20][21], 디지털뉴스 콘텐츠 유

료화 전환 및 수용 조건으로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17][22], 다양한 미디어 간의 잠재 가치에 대한 비교 지표로서

지불의사
[23],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가격에 대한 지불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4] 온라인을 통한 지상파 동영

상 콘텐츠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또한 비교적 최근 N스크린 서비스에 있어 비용 인식과

구매 결정과정에 관한탐색적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

다. 백형근·전범수·이정기(2013)는 대학생들의 N-스크린

유료 서비스 이용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연구를 통해

비용 부담감 인식이 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

구결과를 도출했다[8]. 양명자(2013)는 N-스크린 서비스의

구매결정에 대한 요인 연구를 통해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영상 콘텐츠에 대한 구매의도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9].

3. 미디어 채택에 관한 이론 : 기술수용모델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채택 여부 혹은 요인들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 대표적 이론

들로서는 혁신확산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3), 합리적 행위

이론4), 기술수용모형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미디어 선

택에 따른 순효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3) 계획된 행동이론은 이용자가 목적 지향적이며, 자발적 그리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결정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고려해서 긍

정적 결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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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의도나 이용 행위를 분석하였다
[17]. 그런데 이러한 미

디어 수용과정이 결국해당서비스에 대한 구입 혹은 지불

행위를 통해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미디어 채택 이

론에서 이용되어온채택개념은실제 구매와 관련된 이용

개념, 즉 ‘지불의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채택 이론을 통해 검증되어 온

이용자 변인이 모바일 IPTV 서비스 특성 및 지불의사를설

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은

기술을 선택하는 이용자의 행위를예측함으로써 관련 상품

이나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예측하기위해 경영학 분야에

서 개발․발전되어 왔다
[25]. 이후 스마트폰

[26]
을 비롯해 다

양한혁신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 N스크린 서비스
[8]
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인간의 행동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과 개인적 태도(individual attitudes)로 설명 가능하

며
[27], 행동을 결정짓는 개인의 의사는 기술의 경우, 수용자

가 기술의 특성을 대하는 태도(attitude)로예측가능하다고

한다. 기술수용모델의 대표적인 변인으로 사용되는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of-use)은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5]. 여기서 인지된 유용성은 “새로운기술이나 시스템을 도

입함으로써 업무의생산성과효율성이 증가될것이라는 주

관적인 믿음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정신적, 신체적 노력

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인믿음의 정도”를 말한

다
[28].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외부 변수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이용은 행위

의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9].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이외에도 변인을추가 및 확장하여 기술채

택의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장

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은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을

보완하여 신기술의 수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이나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새로운외

부변수를 추가한 모델이다.
이러한 기술수용모형은 N스크린이나 스마트TV 등 동영

상 서비스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왔다. 모
바일 동영상 서비스가 증가하고 OTT(Over The Top) 등과

같은 신규 미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신규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지불의사 결정요인

다음에서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가격 인상 혹은 수익

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서 수용자들의 지불

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미디어의 기술수용에 대한 연구들 중 가장 많이 언급

되어온요인은 서비스 품질이다
[30]. 서비스 품질은 특정 서

비스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갖는 개인의 전반적인 판단 혹

은 태도를 의미한다
[31]. 서비스 품질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무형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

다.5)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를 보자면, 지상파 방송의 품

질평가가 수신료 지불 의사 미치는 영향
[32][33][34], 통선서비

스 속도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
[24] 등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이현우․오형

일․최문호(2012)는 지상파 수신료 지불의사에 대한 연구

에서 방송품질은 직접적 효과가 아닌 간접적 효과만을 보

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5].

다음으로 수용자들은 미디어 수용에 있어 콘텐츠 및 서

비스의 다양성을중요한 기준으로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초기 IPTV 이용 과정
[35], 포털사이트의뉴스 콘텐

츠 이용 과정
[36] 등에서 콘텐츠의 다양성은 중요한 이용결

정요인으로밝혀진 바 있다. 모바일 IPTV는 2014년부터 지

상파 콘텐츠와 지상파 PP(Program Provider) 채널를 포함

4) 합리적 행위이론은 합리적인 이성에 기댄 주관적 판단이 수용자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본다. 나아가 확장한 계획된 행위이론은 어떤 행위에 대한 ‘태도’
는 그 행위가 낳게 되는 결과에 대한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에 의해 결정된다[12].

5) 본 연구에서는 기대성과 불일치의 모델(expertation performance disconfirmation model)을 근거로 SERVQUAL이라는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를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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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하여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SNS와 커머스

연동을 통해 서비스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양명자(2013)
는 N스크린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콘텐츠 수는 N스크린

서비스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9]. 또한, 다양성 요인은 N스크린을 실제 이용하고 있

는 이용자의 만족과 지속이용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검증된 바 있다
[6].

모바일 IPTV는 단말과망고도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속

도가빨라지고 있고, 동시에 지상파 혹은 PP의 콘텐츠를빠

른 속도로 다시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서

비스 제공의 신속성은 수용자들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중

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신속성은 전통적 방송 서비스에 위

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홀드백(holdback) 운용 전략이

됨으로써
[37], 모바일 공간에서의 이용은 원하는 시간에 얼

마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불의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12].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 접속 속

도와 업데이트 등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용자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38].

서비스에 대한 ‘이용 태도’는 미디어 이용자의 행동 변화

에 영향을 준다. 태도는 본래 ‘계획된 행동 이론’에 근거한

‘확장된 계획행위이론’에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와

인지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39]. 조성수․최성진․이영주(2013)는 유료방

송에 대한 이용 태도가 지상파방송 동영상 콘텐츠 유료 지

불의사에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12]. 

‘만족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욕구 충족과 기대달성 등의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통해 충족된 정도에 따라 들어나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40].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 지속적 이

용의사에 이용을 미치기도 하며
[41],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선호도가 높고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42]. 최형배·황낙건·김영택(2012)는 음악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유료이용으로의 전환과정에 만족도가 중요

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43].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술수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모바일 IPTV 관
련 연구들을 고찰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설정하였

다. 본 연구모형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요인들을 바탕으

로 외부 변인으로 다양성, 품질, 신속성을 사용하고, 용이성

과 유용성 그리고 만족도, 태도를 측정하여 이들이 지불의

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대상은 모바일 IPTV 서비스인 KT의 올레tv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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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perational definition statement reliability mean

diversity
quantity of contents 
provided by mobile 

IPTV

Various kinds of TV program such as drama, entertainments, current affairs, sports, 
news is important for using a subscription-based service.
It is important to watch TV program via both terrestrial broadcasting, IPTV and  cable channel.

.742 4.842

speed of 
service offer

using mobile IPTV 
service immediately 

and correctly

In case of paying for TV program, it is important to watch immediately whenever I want.
It is important to watch TV program what I want updated quickly.
In case of paying for TV program, whether real-time TV or catch up service should 
provide as soon as possible.

.911 5.286

quality of 
service

using mobile IPTV 
service in stable without 

any inconvenience

To use stably without screen black out, long time loading, screen off in PC, 
Smartphone, Table device.
To use without message of sevice down, service error, warning for virus code, etc.

.841 5.092

usefulness

degree of subjective 
belief i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effectivity

Life is richer than before since using subscription-based service such as real-time TV, 
catch up service without time constraints.
It is more convenience for watching TV program since using subscription-based 
service such as real-time TV, catch up service without place constraints.
When I would like to watch different channel or program from family, it is useful to 
use without any constraints.

.885 5.002

ease-of-use

degree of subjective 
belief in requiring not 
much physiological, 

physical efforts

It is easy to find TV program which I want quickly.
When paying for TV program, various payments methods and payments process are 
convenient.
It should watch TV program which I want via any device.

.813 5.154

attitude
attitude of paying for 
online broadcasting 

contents

People around me will pay for online broadcasting contents.
People around me will cut off a current subscription and pay for online broadcasting 
contents.
It will increase a case of using paid online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society.

.836 4.548

satisfaction personal attitude for 
mobile IPTV

It is suitable for emotion and feeling.
It is useful in my life.
I am willing to use continuously.

.868 4.665

willing to 
pay

willingness to pay for 
mobile IPTV

I will use continuously if price is higher up to 10%.
I will use continuously if price is higher up to 30%.
I will use continuously if price is higher up to 50%.

.930 3.532

표 2. 주요 변인의 신뢰도
Table 2. the reliability of the main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194 52.4

female 176 47.6

age
19~29 113 30.5
30~39 133 35.9
40~49 124 33.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d 58 15.7
college student 36 9.7

college graduated 234 63.2
graduate school student 8 2.2

graduate school graduated 34 9.2

monthly income

Less than 1m won 25 6.8
1~2m won 57 15.4
2~3m won 90 24.3
3~4m won 77 20.8
4~5m won 48 13

more than 5 million won 73 19.7

used mobile 
IPTV service

KT olleh TV mobile 112 30.3
SKB Btv mobile 118 31.2
LGU+ U+HDTV 140 38.5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7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N=370)

일, SKB의 Btv Mobile, LGU+의 U+HDTV 서비스 이용자

들 가운데 표본을추출하였다. 본 조사에앞서 20명의 모바

일 IPTV 이용자를 대상으로 1차예비조사를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 수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인터넷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성별과 연령을 균등하게 조

사하였으며, 2013년 10월 10일(목)부터 17일(목)까지 일

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여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총 37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

서 Amos 20.0과 SPSS 19.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특

성에 대해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변인의 측정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으며,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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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reliability beta S.E t p A/D

H1 diversity → usefulness .408 .095 4.301 .000** adopted
H2 diversity → ease-of-use -.007 .119 -.059 .953 dismissed
H3 speed of service offere → usefulness .085 .068 1.254 .210 dismissed
H4 speed of service offer → ease-of-use .057 .069 .827 .408 dismissed
H5 quality of service → usefulness .406 .050 8.101 .000** adopted
H6 quality of service → ease-of-use -.195 .078 -2.502 .012* adopted
H7 usefulness → attitude .050 .179 .279 .780 dismissed
H8 usefulness → satisfaction .164 .149 1.100 .271 dismissed
H9 ease-of-use → attitude .756 .207 3.653 .000** adopted
H10 ease-of-use → satisfaction .429 .179 2.395 .017* adopted
H11 attitude → satisfaction .152 .052 2.890 .004* adopted
H12 attitude → willing to pay .348 .053 6.520 .000** adopted
H13 satisfaction → willing to pay .360 .062 5.853 .000** adopted

*p<0.05, **p<0.001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Table 3. path coefficient on structural model

은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사항

들을 알아보기 위한빈도 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

성을검증하기 위한 요인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신뢰성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측정하였다. 

내적 일관성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Cronbach의 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뢰성

검증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0.8이상을 상회함으로써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측정항목의 타당성을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적합도의

적용이라 할 수 있는데, 산업공학에서는 이를엄격하게 적

용하는 경우 Chi-square= 1771.699(df = 192, p=.000), 
RMR은 0.05이하, GFI, NFI, CFI는 0.9이상, AGFI는 0.8이
상이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44]. 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 = 480.932(df = 181, p = .000), RMR=0.74, 
GFI=.894, NFI=.918, CFI=.947, .AGFI=851로 해당 기준

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나 Chi-squar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충족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46]. 모형의 표준화된

적채치를 검증한 결과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별

측정 변수들의 Composite Reliability(복합신뢰도)는 0.7이
상, AVE(분산추출값) 0.5이상으로 나타나 적중타당성에

관련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모형의 적합성 또한 검증

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amos 20.0을 통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모

형을 검정한 결과, Chi-square=556.443(df=192, p=.000), 
RMR=0.105, GFI=.881, NFI=.905, CFI=.935, .AGFI=843
을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공분산구조분

석의 일반적인 평가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으

로 판단되기에 모형은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5]. 가설검

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다양성은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408**, t=4.301), 용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007, t=-.059). 모바일 IPTV 서비스에서 다

양한 장르, 채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신속성은 용이성

(beta=.085, t=1.254)과 유용성(beta=.057, t=1.254)에 별다

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요인은 용이

성(beta=.406**, t=8.101)과 유용성(beta=-.195*, t=-2.502)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이성은 유용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IPTV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품질이며, 이용자 차원

에서 화면튕김이나, 로딩시간단축, 화면꺼짐, 에러 이용중

지 등 서비스 장애를 해결하여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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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결과
Fig 2. result of research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용성은 태도(beta=.050, t=.279)와 만족(beta= 

.164, t=1.100)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이성은 태도(beta=.756**, t=3.653)와 만족(beta=.429*, 
t=2.395)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많은 정신적,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때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유료로 구

매하는 태도도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

도는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152*, t=2.890), 태도

(beta=.348**, t=6.520)와 만족(beta=.360**, t=5.853)은 지

불의사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나이, 학력, 월 소득이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실

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beta=-.080, t=-1.499, 나이는 be-
ta=-.018, t=-.309, 학력은 beta=.006, t=.103, 월 소득은 be-
ta=.097, t=-1.592로 나타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은 지불

의사에큰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소득

수준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
바일 IPTV 서비스가 초기 무선 결합 상품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유통되어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모바일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미

디어 환경에서 핵심적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바일 IPTV가저가의

결합 상품으로 제공됨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낮은 수익

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되기 위

한 조건으로서 수용자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중요한 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모바일 IPTV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양성과 반응성, 품질을 선행변인으로 활용하

여 이들이 유용성과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둘째, 유용성과 용이성이 모바일 IPTV를 이용하

는 태도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태도와 만족이 지불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첫

째, 유용성에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 요인이 영향을 미

쳤고, 용이성에는 서비스의 품질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유용성은 태도와 만족 모두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데 반하여, 용이성은 태도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태도와 만족은 모두 지불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들은 현 시점에서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화질을 통해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의 보장과 수용자들의 사용에 있어

용이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UI/UX 등의 개선

등이 필수적 전략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모바일

IPTV 서비스는 콘텐츠 다양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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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VOD 수급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LTE급의 빠른

속도에서 이용자가 부담없이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

도록다양한 요금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IPTV 
사업자의 노력은 모바일 IPTV 서비스를 비롯해 N스크린

시장 확대의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상

파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갈등으로 다양한 콘텐츠

수급이 저해된다면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 대한 산업적 발

전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트래픽이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대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모바일 동영상 시장

전체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던융합형 서비스로서 모

바일 IPTV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실증적으로 분석한 선도

적 연구로서의 함의를갖는다. 둘째, 산업적측면에서 현재

저가형 상품에머물러 있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수익 개

선을 위한 소비자 차원의 지불의사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있어 함의를 제공한다. 셋째, 이동형 혹은 N스크린 환경에

서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 과정에 있어 시청자들의 경제적

유인에집중한 전략을 도출하는 함의를 제공한다. 넷째, 가
속화 되고 있는 결합형 상품의 구성(3종 결합, 4종 결합, 
N스크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구성)과 가격 정책(결합상

품 할인율 구성) 등에서 실무적 전략 도출에 있어 기초 자

료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

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 연구로서 상품의 수익 모

델개선에 있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불의사의 영향 요인

들에 대한 정밀하고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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