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2016년 3월 (JBE Vol. 21, No. 2,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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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PTV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특성(TV 시청시간, 스타 선호도, 장르 선호도)에 따른 VOD 이용행태(VOD이용 및 이용금

액)의 차이를 살펴보고, 미디어 이용특성과 IPTV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이드채널에 대한 평가가 VOD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VOD 이용경험과 가이드 채널 시청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호하는

스타가 출연하는 경우 VOD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지불의사 측면에서는 스타 선호도보다는 장르선호도가 VOD에 대한 지불의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이용특성 중 장르 선호도와 가이드 채널에 대한 시청의사와 인지된 오락성이 VOD 이
용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VOD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VOD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맞

춤형 프로모션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가이드 채널 시청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VOD usage patterns(VOD use and paid amount) of IPTV users were investigated reflecting the level of media use 
characteristics such as TV viewing time, star preference, and genre preference. Also the impact of media 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evaluation of guide channel on the intention to use VOD was analyzed. The web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the 
respondents who have used VOD and guide chann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media usage characteristics, star 
preference has the impact on the VOD use, while genre preference has relation to the willingness to pay for VOD. Secondly, the 
intention to view the guide channel, entertainment of the channel, and the users’ genre preferenc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intention to use V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viewing rate of guide channel by providing the customized promotion 
strategy and diverse ev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VOD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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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PTV 서비스는 2008년 실시간을 제외하고 VOD만 제

공하는 Pre-IPTV 서비스로 시작되었다. 2009년 실시간 채

널 서비스를 추가한 이후 모바일 단말을 통한 세컨드 스크

린 서비스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케이블방송 가입률은 60.4%, IPTV 가입률은 27.7%, 
위성방송 가입률은 12.0%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

방송 가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위성방송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IPTV 가입률은 2012년의

18.1%에서 크게 증가하여 2014년 2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 
IPTV 가입자의 VOD 이용률 25.5%, 위성 17.5%, 케이블

TV 14.6%의 순서로 IPTV 가입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1]. 
비선형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유료방송시장에서 저가

유료방송 수신료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VOD는 사

업자의 가입자당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을 높여

주는 핵심 서비스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는 VO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VOD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가이드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 채널

에서는 새로 업데이트 되는 VOD를 소개하거나 시즌 별

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각종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을 공

지한다[2]. 이에 본 연구는 특정기간 할인이나 무료 이용

제공, 포인트 및 이용 쿠폰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

가운데 가이드 채널에서 VOD를 추천하는 프로그램 시청

이 VOD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관련 문헌 검토

1. 유료 방송 서비스의 가이드 채널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이드 채널은 ‘비디오 가이드 채널’ 
또는 ‘정보 가이드 채널’로 불리며,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콘텐츠를 평가하거나 추천함으로써 시청자가 ‘바로 보기’
를 통해 시청하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한다[2][3]. 서비스 제공

자가 가이드 채널을 제공하는 목적은 첫째, 이용자에게 콘텐

츠의 속성을 제공하여 콘텐츠의 이해도를 높이고 둘째, 콘텐

츠의 주요 장면이나 하이라이트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나 호

기심을 자극하여 해당 콘텐츠의 시청의사를 높이고 셋째, 사
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모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

러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방송사의 온에어(on- air) 
프로모션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증가시키며,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 및 반복시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

다.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모션의 효과는 프로모션 횟수와 길

이, 프로모션과 실제 프로그램 방영시기와의 시간적 거리, 신
규 프로그램 여부, 특집 프로그램 여부, 연속성 여부, 시청률

등의 프로그램 속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4]. 시청률이 높

거나 낮은 프로그램보다 중간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프로모

션의 효과가 가장 높고[5], 신설 프로그램과 연속적 성격의 프

로그램,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에서 프로모션의 방영횟수나

길이가 길수록 시청률이 높게 나타난다[6]. 
그러나 가이드 채널 번호를 인지하는 시청자가 많지 않

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이 가이드 채널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여러

경로로 가이드 채널을 시청하는데, 셋탑박스(Settop Box)
를 재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시청하거나, VOD 시
청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가이드 채널로 연결된다. 또는 이

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리모콘을 사용하지 않는 수면 모드

(Sleep Mode)에서 다시 리모콘을 사용할 때 가이드 채널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재핑(zapping)을
할 때접근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 인접하여 채널 번호

가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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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 방송 가입자의 VOD 이용 행태
  
VOD 서비스가 처음에 제공될 당시에는 리모콘을 이용

하여 상하좌우로메뉴를 이동하여 프로그램을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크고 무료 콘텐츠는 많지 않고 가격이 비싸이용

이 저조했다. 그러나 실시간 채널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화나

해외 시리즈물과같은 고화질콘텐츠가늘어나고 모바일 단

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꾸준하게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실시간 지상파 TV 이용률은 지난해

54.3%로 감소한 반면, VOD 이용률은 45.7%로 늘어났다. 
특히 영상 서비스의 가장 큰 고객인 10대~20대는 60% 이상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최신 영화 및 타이틀을 전면에

배치하고 장르를 10개 이내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원하는

콘텐츠를쉽게찾을 수 있도록검색 기능을첨가하고, 실시

간으로 제공하는 타이틀의 이전 회차 VOD 시청하기 등팝

업 메시지로 띄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

스(UI)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비선형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OTT 사업자

들의 성장 가능성도커질전망이어서 위협요인이 되고 있

다. 특히글로벌 OTT 서비스는 고화질의 차별화된 콘텐츠

를 확보하고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국내 유료방송 요금이 해외보다 저

렴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월정액제(SVOD)보다 건별 결제

를 선호한다는 점이 방어기제로 작동하고 있다[8].

3.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VOD 이용

이용자들은 기존 미디어의 이용 특성에 따라 VOD 이용

도 차이가 있다. 남성이 많고,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실시간 TV보다 VOD를 더 많이 시청한다. 또한 소득이 높

고, 혁신 성향이 강한 이용자는 능동적인 TV 시청 패턴을

갖고 있다. 성별에 따라 VOD 시청 행태가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TV 다시보기 등 연속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효용을 높게 인지하는 반면 남성은 영화, 애니메이션과같

이 일회로 끝나는 콘텐츠에 보다깊은친밀감을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 이동형 VOD 콘텐츠를 구매하

는 가구는 여성이 많거나 고소득가구인 반면, 비시간 이동

형 VOD 콘텐츠의 구매율이 높은 가구는 구성원 수가 많거

나 가구주가 직업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때였다[9]. 그리고, 
응답자의 약 70%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

며, 주 2-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하며 주로 이용하는 요

일은 주말이라고 조사되었다. VOD 이용자는 계획적으로

다시보기와몰아보기 형태로 드라마나 시리즈물위주로 시

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한편, 콘텐츠 이용은 이용자의 장르 선호도와 스타 선호

도가 큰 영향을 준다. pre-IPTV 단계에서는 영화 선호도

(94.3%)가 가장 높았고, 드라마(77.9%)가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지상파드라마와예능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95%)했으며[11], 해외 시리즈물에 대한 선호

도도 높게 나타났다[12].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스타를 활용한마케팅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쉽게 끌고, 판매촉진

이나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13]. 소비자들은 설득적 메시지

에 대한 정보처리에 있어 저관여 상황에서는 유명인 모델

에 대한 선호도, 친밀감, 매력도의 효과가 더 크며[14], 스타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3].

4. 서비스 특성에 따른 VOD 이용

VOD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으로는 여러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사용편리성, 유용성, 오락성, 
그리고 신뢰도 등을 선행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인지된 유용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이쉽고편리하

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이며 인지된

용이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정

도를 말한다[15]. N스크린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자 인터페

이스를편하게 인식할수록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크고
[16]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IPTV 서비

스의 연구에서도 인지된 서비스 품질과 유용성, 이용용이

성이 고객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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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콘텐츠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사용만족도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용자들은메뉴접근및 결제

등 이용이 쉽거나 리모콘 조작 등이 편리하다고 인식할수

록 그리고 비용이 합당하다고 느낄 때 VOD 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콘텐츠에서 느끼는 오락성은 미디어 수용에 큰 영

향을 주는데, IPTV의 양방향 콘텐츠에 대해 인식하는 사용

편리성과 오락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9]. 또한 서비스나 콘텐츠의 구매에는 서비스 제

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매개 역할

을 한다. 제공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지속적으

로 제공될 때 이용자들의 구매 의사가 더 높고[20], 신뢰가

높을수록 서비스 몰입을 통해 충성도가 강해진다[21].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가이드채널 시청 이전 자신들의 선

유 경향, 이용자의 TV 시청시간이나 스타나 장르 선호도에

따라 VOD 이용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특성(TV 시청시간, 스
타선호도, 장르선호도)에 따라 VOD 이용 행태(VOD 이용

건수, VOD 이용 금액)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음으로 가이드 채널을 운용하는 목적은 가이드 채널

시청을 매개로 VOD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 채널 시청이 VOD 이용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특성

(TV 시청시간, 스타선호도, 장르 선호도)과 더불어 가이드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에 대한 평가, 즉 유용성, 
사용편리성, 오락성, 신뢰가 VOD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특성(TV 시청시간, 스
타선호도, 장르선호도)과 가이드 채널에 대한 평가(신뢰도, 
유용성, 오락성, 사용편리성)가 가이드 채널의 VOD 이용

Category Measurement Statement M Cronbach
α

TV 
Viewing Time

TV viewing time per day
(1= under 30 min, 2=30 min.~ 1 hour, 3=1 hour~ 2 hours, 4=2 hour ~ 

3 hours, 5= over 3 hours)
- -

Genre reference I usually view the program when preferred genre is introduced. 4.60 -
Star Preference I usually go to the movies when my favorite movie actor is starred. 5.64

Credibility I like the player’s words and behaviors on television.
I trust the explanation about the contents. 4.50 .764

VOD Use
VOD using time per month - -

Paid amount for VOD per month

Usefulness
Guide channel is useful.

Guide channel provides me useful information.
I get lots of information when viewing guide channel.

4.72 .86

Entertainment
Guide channel is interesting. 

After viewing the guide channel, I felt curiosity for contents.
Guide channel provides lots of entertainment.

4.76 .83

Usability
It is convenient to use guide channel.

It is convenient to find information what I want in the guide channel. 
The category and menu of guide channel are well sorted. 

4.71 .91

Intention to use 
VOD I am willing to use the contents introduced in the guide channel. 4.73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 항목
Table 1. Measurement Items of Majo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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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2.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가이드채널과 VOD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주

요 변인을 도출했다. 척도의 신뢰도를알아보기 위해 크론

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각 개념의 측정 문항은 위표와같으며, 선택형 외의 문항

은 7점(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런 편이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2.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에서 60세까지, IPTV 서비스

가입자 중 VOD 이용과 가이드 채널 시청 경험이 있는 자

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문 설

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총

230명의응답이 수집됐다. 이 중응답이 부실한 4명을 제외

한 226건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다.
 
2.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남(50%), 여(50%)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
은 40~49세(26.1%)가 가장 많았으며, 20~29세(24.8%), 
30~49세(24.8%), 50~59세(24.3%)의 순으로 고르게 분포하

였다. 직업은 회사원(44.1%)이 가장 많았으며, 전업 주부

(16.6%), 대학/대학원생(12.1%), 전문직(9%), 자영업(8.6%), 
무직(3.1%), 판매/서비스(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월평균 소득(가족 구성원 포함)은 500만원 이상(34.5%)
이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400만원 미만(24.5%), 400만
원~500만 원 미만(20.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졸업(64.5%)이 가장 많았으며, 그뒤로는 중·고등학

교 졸업(13.4%), 대학교 재학(11.4%), 대학원 재학/석사

(9.3%), 박사과정/박사(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

성원 수는 4인 이상(59.3%)이 가장 많았으며, 2인~3인
(35.5%), 1인(5.2%) 순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

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했다.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특성에 따라 VOD 이용에 미치는 영향(연구문

제 1)은 ANOVA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특성과 가이드 채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이 VOD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했다. 

Category Items F %

Sex
Male 113 50.0

Female 113 50.0

Age

20~29 56 24.8

30~39 56 24.8

40~49 59 26.1

50~59 55 24.3

Job　

Businessman 16 7.1

Professionals 27 11.9

Office workers 111 49.1

students 21 9.3

house wives 36 15.9

Service workers 4 1.8

Jobless 6 2.7

etc 5 2.2

Monthly
Income

~2 Million won 8 3.5

24 10.62~3 Million won
59 26.13~4 Million won
49 21.74~5 Million won
86 38.15 Million won ~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28 12.4

24 10.6Under graduates
150 66.4Graduates
24 10.6Graduate School students

Family
Members

1 9 4.0

73 32.32~3

144 63.74~

Total Sum 226 100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2. SES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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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특성이 VOD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의 하루 평균 VOD 이용량으로는 1편(42.9%)이
가장 많았고, 편수에 상관없이 몰아보기로 시청(26.1%), 2
편(24.8%), 3편~5편(6.2%) 순으로 나타나몰아보기의 비중

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달 동안 VOD를 이용한

금액으로는 5천원~ 만원(35%)이 가장 많았으며, 1천원 ~ 
5천원(34.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TV 시청시간의 차이에 따른 VOD 이

용 건수와 이용 금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청시간

이 많을수록 VOD 이용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

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

만 시청시간의 차이에 따라 VOD 이용 금액은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33, p=.048). 3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은 평균값이 2.95로 5천원~1만원 사이에

VOD 이용을 위해 지불하고 있으며, 시청 시간이 1시간 미

만인 사람들은 1천원~5천원 미만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Category Items F (%)

VOD usage
per day

1 97 42.9

2 56 24.8

3 ~ 5 14 6.2

binge viewing 59 26.1

monthly
paid amount 

for VOD

~1,000 won 25 11.1

1,000 ~ 5,000 won 78 34.5

5,000 ~ 10,000 won 79 35.0

10,000 ~ 20,000 won 38 16.8

20,000 won ~ 6 2.7

Total Sum 226 100

표 3. 응답자의 VOD 이용 건수 및 이용 금액
Table 3. VOD usage and paid amount of samples

Category TV Viewing hours N M S.D. F P

VOD
usage

per month

~30 min. 5 2.60 1.34

2.375 .053

30 min- 1 hour 21 5.14 4.47
1 hour – 2 hours 88 5.94 5.64
2 hours – 3 hours 68 6.20 5.44

3 hours~ 44 8.54 7.60
Total sum 226 6.38 5.95

VOD
paid amount
per month

~ 30 min. 5 2.40 .89

2.433* .048

30 min – 1 hour 21 2.19 .67
1 hour- 2 hours 88 2.61 .91

2 hours – 3 hours 68 2.67 1.05
3 hours 44 2.95 1.01

Total sum 226 2.65 .97

표 4. TV시청시간의 차이에 따른 VOD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VOD usage/paid amount and TV viewing hours

*p<.05

sum of square df ave. square F P

VOD
using time

between group 748.308 6 124.718
3.778 .001**within group 7228.967 219 33.009

sum 7977.274 225

Paid amount 
for VOD

between group 8.873 6 1.479
1.586 .152within group 204.206 219 .932

sum 213.080 225

표 5. 스타 선호도의 차이에 따른 VOD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Table 5. 5The Relationship between star preference and  VOD usage/pai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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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타 선호도의 차이에 따른 VOD 이용을알아

볼결과, 스타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 VOD 이용 건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F= 3.778, p<.05). VOD 
이용 금액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스타 선호도가

높을 때 VOD 이용을 많이 하지만 지불의사는 더 높은 것

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장르 선호도의 차이에 따른 VOD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은 VOD 이용 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F=2.858, p=.011). 이는 유료로 이용할

경우 스타선호도보다는 장르 선호도가 콘텐츠 지불의사에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가이드 채널에서 추천하는 VOD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특성과 가이드 채널

에 대한 신뢰도, 서비스 평가를독립변인으로 산정해 가이

드 채널에서 추천한 VOD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서비스 평가는 유용성, 오락성, 사용편리성으로 분

류하였다. 분석결과, 가이드 채널 시청의사, 가이드 채널의

오락성, 그리고 이용자의 장르 선호도가 VOD 이용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이

드 채널 시청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β=.407), 오락성(β=.149)과 장르선호도(β=.100)도 다음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값은 0.708
로 설명력은 70.8%이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VOD 이용에 이용자

의 미디어 이용특성이 미치는 영향과 유료방송 가이드 채

Variable (β) t p F A.R2

Media
Use

Characteristics

Constant -1.268 .206

69.253 .708

TV Viewing time .110 2.961 .003**
Star preference .002 .056 .955

Genre preference .100 2.329 .021*

Evaluation
for

Guide channel

Reliability .088 1.627 .105
Usefulness .147 1.950 .053

Entertainment .149 2.023 .044*
Usability .088 1.494 .137

Intention to view Guide channel .407 7.235 .000**

표 7. 가이드채널에서 추천하는 VOD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7.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use VOD recommended by guide channel 

*p<.05 **p<.01

sum of 
square df ave. square F p

VOD
using time

between group   254.283   6 42.381
  1.202   .306within group   7722.991   219   35.265

sum   7977.274   225   

Paid amount 
for VOD

between group   15.462   6   2.577
 2.856*   .011within group   197.617   219   .902

sum   213.080   225   

표 6. 장르 선호도의 차이에 따른 VOD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genre preference and VOD usage/paid amoun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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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의 VOD 이용의사에 미디어 이

용특성과 가이드채널에 대한 평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IPTV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

았다. 
조사결과 미디어 이용특성과 VOD이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TV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VOD 이용건수와 VOD 이
용 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 선호도의 차이

에 따라 VOD 이용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지만, VOD 이용 금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발견되지 않았

다. 그러나 장르 선호도의 경우 VOD 이용건수 대신 VOD 
이용 금액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선호하는 스타가 나오는 VOD를 많이 이용하지만 선호장

르에 대한 지불의사가 더 높은 것을알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가이드채널에서 추천한 VOD 이용의사에는 가이드 채

널 시청의사, 가이드 채널의 오락성, 그리고 이용자의 장르

선호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은 가입자당 수익을 높이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경쟁으로 인해 수

신료는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VOD 수익 제고에 집중하

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VOD 콘텐츠를 소개하는 가이드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이드 채널의 시청률이 낮

고 홍보가 부족해 VOD 이용 의사가없는 이용자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 
가이드채널은 타이틀미리보기나 주간 인기 TOP 타이틀

의 소개 프로그램부터 스타 인터뷰 등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발전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

들은 무엇보다도 가이드 채널의 시청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청자의 잔존률이 높은 프로그램 유형을 파악

하여 이를 중심으로 편성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가이드 채널은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지

상세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프

로그램이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OTT 사업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 추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선호 장르의 VOD를 이용하

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용자의 과거 VOD 이용 데이

터를 기반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수익이 충분할 경우 사업자의투자

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IPTV 서비스 가입자 중 VOD 이용경험이 있

고 가이드 채널 시청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했기 때문

에 케이블, 위성방송 등의 이용자는 조사에서 제외된 한계

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가이드 채널의 프로그램 분

석을 기반으로 VOD 이용과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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