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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UHD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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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특성과 미디어 이용 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에 어떠

한 영향을 주며 이에 따른 UHD 채택, 단말기 구입, UHD 콘텐츠 지불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과시욕과 대형화면 경험이 높을수록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높여주어 UHDTV 채택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차세대방송서비스 제공시 UHD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UHDTV에 관한 이용자

의 지각된 용이성 및 유용성, 이에 작용하는 개인의 기존 미디어 이용 경험, 이용자의 특성에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looks deep into how user’s individual personality and his or her media experiences affec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bout UHDTV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using survey methodology. This study also focuses 
on how the purchase intention of terminal equipments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UHD contents will make different choic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whether user is an exhibitionist or not or has frequently encountered a big screen, these 
factors affect both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about UHDTV. When user is an exhibitionist with more 
experience with big screens, it was clear that user tended to choose UHDTV with higher perception of usefulness and ease of use 
about UHDTV.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when supplying the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ervic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users'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about UHD as well as the individuals' media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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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14년 들어 TV관련 뉴스의 대부분은 UHDTV가 차지

하고 있다. 차세대TV로 각광받고 있는 UHDTV는 IFA 
2014, CES 2014 등 국제전시회에서 하이라이트였고, 2001
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이래 방송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UHD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TV 진화과정을 돌이켜보면 화질은 주요한 요

소 중 하나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SD에서 HD로의

전환 등이 모두 화질, 즉 화면 품질에 관한 것이었다. 
3DTV는 콘텐츠를 표현해 주는 방식에서의 변화인 반면, 
UHDTV는 TV의 화질 진화라는 본원적인 발전 경로에 위

치해 있다는 점에서 3DTV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삼성, LG, 소니 등의 가전사는 다양한 UHDTV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UHD 확산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UHD 관련 정책을 제시하

고 UHD방송 추진 협의체1)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UHD 
방송의 확산은 이용자들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이용자 측면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부족하

다.
과거 디지털방송 도입 시점에 디지털TV의 보급 확산이

지체된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의 디지털방송에 대한 인

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디지털방송의 장점이

라고 할 수 있는 고화질, 고음질, 고기능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다. 현재

이용자들은 고화질 방송(HDTV) 경험증대를 통해 보다 높

은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고화질 화면에 대한

욕구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고화질 TV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상황도 바뀌고 있다
[1].

지금까지 조사된 UHD 수용자의 연구는 실감미디어라

는 틀 안에서 단편적인 시장전망 및 호감도만 조사되었

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미디어이자 혁신 제품

인 UHD를 선택할 때 이용자의 특성과 기존의 미디어 이

용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

용성과 용이성은 UHD채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용자의 UHD 채택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관련 연구

1. 이용자 특성

이용자의 특성과 채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뉴미디

어 확산 논의에서 검증되어 왔다. 이용자의 신제품 선호도

와 새로운 정보추구 욕구가 강할수록 혁신기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개인의 혁신성향은 새로운 정보기

술 이용의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

이화진 외
[3]
는 위성 DMB수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채택

자들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위성 DMB 채택 가능성이 높았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디지털 케이블TV 및 IPTV에

대한 연구에서도 혁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

품으로 빨리 교체하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4][5] 또한 디지털TV 채택자의 뉴미디어에 대한 혁

신성향이 디지털TV 비 채택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6]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혁신

성향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며 UHD 채택까지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주정민

[7]
의 연구에서는 디지털TV 채택 요인 중 신

1)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화질(UHD) 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UHD방송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 추진 협의회는 미래창조

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의 담당과장과 학계, 연구계 및 매체별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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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과시용 가치’가 디지털TV 채택

요인에 있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권영동
[8]
의 스마트

폰 초기 사용자의 충족에 관한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초기

수용자들은 사회적 자기과시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2. 미디어 이용 경험

이용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 경험은 유사한

새로운 미디어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연

구되어 왔으며,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미디

어의 관심과 채택 가능성이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확인되

었다. 디지털 방송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디

지털TV 구매에 호의적이었고, 디지털TV의 호감도와 이

용의향은 각 43.4%와 41.6%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9]

따라서 이용자들이 HD의 4배 이상의 고화질, 대형화면

과 같은 UHD의 혁신을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상당히 제

한된 상황에서 혁신에 대한 체험이 채택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ush[10]
의 연구에서 HDTV 시연

후 응답자들의 79%가 HDTV를 채택한다고 응답하였고, 

Neuman[11]
의 실험연구에서는 같은 콘텐츠를 담은 기존의

TV와 HDTV 화면을 비교하여 제시한후응답을 분석한 결

과, 응답자들의 62%가 기존 TV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

여서라도 HDTV를 채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스크

린 크기를 중요시하는 부류일수록 HDTV 구매 의사가 높

으며
[12], 

콘텐츠 고품질이 디지털 방송의 초기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13]

이용자들의 지불의사 역시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불의사란 개인이 재화의

획득에 있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말하며, 소비자

가 행동에 옮기기 전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준비 상태를 말한다.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

의 가치를 인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택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볼수 있으며, 이는 지불의사 및 상품의 가격이 뉴미

디어 보급 확산에 중요한 채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정민․박복길
[14]

은 쌍방향 텔레비전의

수용은 지불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매체별 유용성을 결정하는 영향요인

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15] 따라서 UHDTV의 확산

에도 비용변인의 중요성이 존재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UH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V 단말기의 지불의사뿐

만 아니라 방송콘텐츠 지불의사 역시 UHD활성화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6]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17], 미디어 이용 패턴은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8] 따라서

UHDTV라는 뉴미디어 도입과정에서도 이용자의 단말기

및 콘텐츠 지불의사가 UHD 채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인다.

3. 기술수용모델

로저스의 뉴미디어 기술 채택요인 연구를 이용자의 관점

에서 더욱 확장시킨 것이 데이비스 등이 제시한 정보기술

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다. 데이비스

(Davis)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을 통해 인지된 유용성을 “정
보기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자신의 업무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믿는 정도”로,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을 “정보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믿는 정도”로 정의함으로써새로운 기술의 채택 과정에

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인지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19] 
정보기술수용모형은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제시한 후, 
이 두 요인이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 태도가 정보기술수용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의도가 정보기술을 최종적으로 수용행위를 결

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술수용모델의 기본 관점은 기술

이나 서비스가 사용하기 용이할수록 더 유용한 것으로 지

각되며, 더 유용한 것으로 생각할수록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 및 의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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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용자의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UHD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about adoption of UHD for Users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of UHDTV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특성

과 미디어 이용경험이 뉴 미디어의일종인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 1과 2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이용자의 특성과 미디어 이용경험은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 연구문제 2. 이용자의 특성과 미디어 이용경험은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위의 연구문제 1과 2로 확인한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UHD의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3.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은 UHD 채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에서 60세 이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남녀를

편의적 표집을 하였다. 또한 UHD를 설명하는 사진 및 자

료를 포함하여 설문의 이해를 높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로 5일간이었으며, 총 328명의 설

문이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TV를 보유하지 않은 15명과, 
UHD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141명, 프로젝터TV
사용자 1명 및 아날로그TV 사용자 8명을 제외한총 163명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방송통신위원회(2011) 연구

를 참고하였다. 과시욕은 '유명상표 제품은 그렇지않은 제

품보다 더 신뢰감이 있다.', '제품은 비싼것이 역시 품질도

좋다고생각한다.',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유명브랜드제품

을 구입하는 편이다.', '값이 비싸더라도 외제상품을 선택하

는 편이다.', '품질이 비슷한 제품을 살 때 조금 더 비싸더라

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품을 사는 편이다.' 5문항으로 측

정했으며 평균값은 4.36이었다. 혁신성은 '문제해결에 있

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시도하는 편이다.',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제일 먼저 시도

하는 편이다.', '나는 항상남보다 먼저새로운 서비스를 이

용하는 편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즐겁다.' 4문항으로 측정했으며 평균값은 4.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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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Item M SD Cronbach's α

User’s 
person-
ality

Inclination to 
boasting

Brand products give me more confidence.

4.36 0.97 .731

The more it costs the better it must be.

I Prefer to buy branded expensive product.

I prefer foreign products though it is expensive

Even though it is expensive, I prefer luxurious goods

Innovation

I tend to try a new method when solving the problem.

4.69 1.12 .888
I tend to try a new method faster than my colleagues.

I alway use a new service before anyone else.

Challenging a new job is always fun.

Experiences 
with

using media 

Big screen experience 5.25 1.38
-High-definition experience 4.87 1.70

VOD payment experince 1.71 1.32

perceived 
ease of use

Handling UHDTV is easy to me.

4.84 1.31 .832Don't require special education for handling UHDTV.

Don't require long time for adapt to UHDTV.

perceived 
usefulness

UHDTV increases realistic and sense of realism of contents.

4.97 1.18 .874
UHDTV contents give more sense of realism.

UHDTV contents helpful immersion.

UHDTV contents helpful feeling and education.

Adoption of 
UHD

Purchase intention of UHDTV 4.79 .838
-

Willingness to pay for UHD contents 3.24 1.75

표 1. 측정 항목의 신뢰도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s

미디어 이용경험은 '대형화면 경험', '고화질 경험', 'VOD 
비용지불 경험' 3문항으로 측정했으며평균값은 각각 5.25, 
4.87, 1.71이었다. UHD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UHDTV
는 콘텐츠의 사실감, 현장감을 더 높게 만들어줄것이라고

생각한다.', 'UHDTV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기존 TV로

시청하는 것 보다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UHDTV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HDTV로

시청하는 것 보다 프로그램몰입에 도움이될 것이라고생

각한다.', 'UHDTV의 고화질 영상은 가족 정서 또는 학습에

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4문항으로 측정했으며평균

값은 4.97이었다.
인지된 용이성은 총 3문항으로 'UHDTV의 조작은 편리

할 것이라고생각한다.', 'UHDTV의 사용법은 별도의 교육

을 받지않아도될것이라고생각한다.', 'UHDTV는 적응하

는데오랜시간이 걸리지않을 것이라고생각한다.' 였으며

평균값은 4.84였다. UHD 채택은 'UHDTV 구매의향', 
'UHD 콘텐츠 비용지불의사' 2문항으로 측정했으며평균값

은 각각 4.79, 3.24였다.
측정 문항은 모두 7점(1=전혀 그렇지않다. 7=매우 그렇

다)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변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가 .731 

~ .888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특성 및 기존 미디어 이용경험이

뉴 미디어의 일종인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

이성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UHD채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 및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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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1 User’s 
personality

Inclination to 
boasting .346** 5.280

Innovation .416** 6.347

2

User’s 
personality

Inclination to 
boasting .313** 5.118

Innovation .169* 2.090

Experience
s with 
using 
media

high-definition .322** 4.482

big screens .149* 2.101

VOD Payment -.084 -1.443

Model 1. =.393 (Adjusted =.386)
Model 2. =.492 (Adjusted =.476)

표 2. 이용자특성, 미디어이용경험에따른 UHDTV에대한인지된유용성
Table 2. Perceived usefulness about UHDTV in accordance with user's 
personality and media experiences 

Ⅳ. 연구 결과

1. 이용자 특성, 미디어 이용경험과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의 관계 분석

이용자 특성, 미디어 이용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이용자 특성이 UHDTV에 대한 인

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형2는 이용자 특성과 미

디어 이용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 특성의 변수인 과시욕, 혁
신성향과 미디어 이용경험의 변수인 고화질 경험, 대형화

면 경험은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시욕이 높을수록 혁신성

향이클수록 고화질 및 대형화면 경험이 있을수록 UHDTV
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가운데 고화질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었으며(β=.322), 그 다음으로 과시욕(β=.313)의 설명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종속변인에 대한 설명

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은 .476으로 설명력 47.6%인 것

으로 나타났다.

2. 이용자 특성, 미디어 이용경험과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과의 관계

다음은 이용자 특성, 미디어 이용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이용자 특성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형2는 이용자 특성과 미디어 이용경

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

여주고 있다. 이용자 특성의 변수인 과시욕과 미디어 이용

경험의 변수인 고화질 경험, 대형화면 경험은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과시욕이 높을수록 고화질 및 대형화면 경험이

있을수록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형화면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β=.293), 그 다음으로 과시욕

(β=.283)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은 .402로 설

명력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eta

1 User’s 
personality

Inclination to 
boasting .318** 4.634

Innovation .386** 5.611

2

User’s 
personality

Inclination to 
boasting .283** 4.331

Innovation .141 1.633

Experienc
es with 
using 
media

high-definition .165* 2.156

big screens .293** 3.875

VOD payment -.049 -.784

Model 1. =.335 (Adjusted =.326)
Model 2. =.421 (Adjusted =.402)

표 3. 이용자특성, 미디어 이용경험에 따른 UHDTV에대한인지된용이성
Table 3. Perceived ease of use about UHDTV in accordance with us-
er's personality and media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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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과 UHD 
채택과의 관계 분석

UHD 채택 변수를 UHDTV 구매의향, UHD콘텐츠 비용

지불의사로 분리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인지된 유용성 및 용이성이 UHDTV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eta
perceived usefulness .394** 4.071

perceived ease of use .072 .739

=.199 (Adjusted =.189)

표 4. UHDTV에대한인지된유용성과용이성이 UHDTV 구매의향에미치
는 영향

Table 4. The Impa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on 
purchase intent for UHDTV

인지된 유용성이 UHDTV 구매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UHDTV 구매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

정된 값은 .189로 설명력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인지된 유용성 및 용이성이 UHD콘텐츠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eta

perceived usefulness .359** 3.444

perceived ease of use -.255* -2.443

=.069 (Adjusted =.057)

표 5. UHDTV에대한인지된유용성과용이성이 UHD콘텐츠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mpa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on 
Intention to pay for UHD contents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모두 UHD콘텐츠 비용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높을수록 UHD콘텐츠

비용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인지된 유용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

며(β=.359).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

는 수정된 값은 .057로 설명력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방송으로 각광받고 있는 UHD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특성 및 경험이 UHD 채
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UHD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용자 특성, 미디어 이용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용자 특성의 변수인 과시욕, 혁신성향과 미디어 이용경

험의 변수인 고화질 경험, 대형화면 경험이 인지된 유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시욕과 고화질 경

험, 대형화면 경험, 혁신성순으로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이용자 특성, 미디어 이용경험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용자 특성의 변수인 과시욕과 미디어 이용경험의 변수인

고화질경험, 대형화면 경험이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시욕과 대형화면 경험, 고화질

경험순으로 UHDTV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UHD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지된 유

용성은 UHDTV 구매의향과 UHD 콘텐츠 비용지불의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용이성은

UHD 콘텐츠 비용지불의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인지된 유용성이 높아질수록 UHDTV 구매

의향과 UHD 콘텐츠 비용지불의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만, 인지된 용이성이 높은 경우에는 UHD 콘텐츠 비용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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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종합해 보면 과시욕과 고화질 경험, 대형

화면 경험은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

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과시욕, 고화질 경험, 
대형화면 경험이 높을수록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용이성을 모두 높여주어 결국 UHD 채택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화질 경험은

UHDTV 구매의향과 UHD 콘텐츠 비용지불의사에 모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화질 경험이 증가할수록 UHD 채
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들은 UHDTV에 대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인지했을

때 콘텐츠 이용을 위한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UHD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나, 아직 UHDTV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UHDTV 이용자들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국내 UHD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뿐만 아니라, UHD가 가지는 현장감과 사

실감 등의 콘텐츠 중심적인 변인으로 조망해보는 후속 연

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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