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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UHD방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UHDTV에 대한 
인지된 품질, 개인의 혁신성향, 가격 민감도 등 독립변인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이것들이 UHDTV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신기술 채택이 갖는 상징성 요인에 주목해 이를 조절변인으로 
사용했다. PLS로 분석한 연구결과, 인지된 품질의 영향력 계수가 다른 변인에 비해 크게 높았다. UHD콘텐츠 등 이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품질, 사용경험(UX)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징성과 인지된 품질이 결합된 조절효
과는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UHD이용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UHD품질
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5월 지상파 UHD본방송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 UHDTV, 기술수용모델, UHD콘텐츠, 상징성, 이용의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structural model analysis focusing on the factors influencing UHDTV 
service usage. The perceived quality, innovativeness, price sensitivity are adop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y use are adopted as intervening variables. Especially symbolism used it as a 
control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PLS, the influence coefficient of perceived qua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variables. However, the combined effect of symbolism and perceived quality has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more the users consider the symbolism of UHDTV usage, 
the more negative the evaluation of UHD quality and usefulness. With the launch of the terrestrial UHDTV 
service in May 2017,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igh-quality content that 
users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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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5월말지상파방송의 UHD 본방송서비스가시

작되는시점에서 UHD방송이다시주목을받고있다. 이

에 앞서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미 4K UHD 방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상파를 통한 보편적 무

료방송 서비스 관점의 방송서비스는 세계에서도 처음으

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

국으로 UHD방송을 확대해 2027년까지는 HD방송을 중

단하고 UHD 방송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알고 있다

시피, UHD방송은기존 Full HD방송에비해 4배이상선

명한 화질(해상도 3840X2160)을 제공한다.

특히 ATSC3.0 기술표준을 채택한 UHD방송은 단순

한 화질의 개선을 넘어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방송통신기술융합의공공플랫폼이될수있다는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일종의 ‘양방향 홈포털’이 되어 시청자의

취향과 시청패턴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고, 원하는 키

워드검색으로풍부한콘텐츠자료에접근할수있는아

카이브서비스등새로운 TV 방송경험을줄수있다[1].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UHD 방송에 대한 투자와 산

업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왔다. 기술표준의 확정,

UHDTV의 보급과 콘텐츠 제작 등 UHD방송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와 기술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

어왔지만, 정작시청자, 서비스이용자에대한관심과연

구는정체상태였다. 아직 UHD 서비스를경험한사람들

이많지않다는어려움이있지만, 새로운방송기술과서

비스 도입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의견과 기대, 평가는 질

높은콘텐츠제작을견인하고새로운방송플랫폼의정착

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본격적인 UHD방송서비스에앞서, 새로운

방송서비스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과이용의사를살펴

보기위한실증분석이다. UHD방송이용에영향을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

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UHD 방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송 기술 및 시스템

구축에대한논의[2,3]와 지상파본방송을추진하기위한

정책적사안[4]들을중심으로논의되었다. 이용자와관련

해서는 UHD방송 니즈와 이용및 지불의사에 대한 연구

[5,6]가 일부 진행됐다. 사람들은 UHD방송에 대해 대부

분(87.8%) 알고 있지만, UHDTV를 보유한 경우는 아직

매우적은편이다. TV교체주기는 10년정도로긴편이며

새로운 TV가격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무엇보

다 볼만한 UHD콘텐츠가 많지않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

지고 있다[7]. 정책적으로도 방송기술표준 변화에 따른

수상기 보급문제와 공공재화로서 방송 직접수신환경 확

대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UHD방송 생태계를 선도하면서, 지상파 본방송을 가장

먼저 시작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분석과 니

즈 파악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신기술의 도입 혹은 뉴미디어 채택과 관련해 이론적

근거를제공하는대표적인모델은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이다. 기술수용모델은새로운정보시스템의수용에대해

사람들이지각하는시스템의인지된유용성과사용의용

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이 제안되고 뉴미디어

연구에적용되어왔다[8]. 기존 합리적행동이론이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념’과 ‘평가’라는 다소

추상적인개념을사용했고또계획된행동이론은다양한

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구성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기술수용모델은 이

를극복한다는점에서주목받는다. 기술수용모델은정보

기술에대한구성원들의수용과정을설명하기위해관련

개념을 비롯한 이론적 토대 확장을 지속해 왔다[9].

이 모델에서는뉴미디어수용과관련된독립변인들이

사용자들의인지된유용성, 인지된사용용이성에영향을

미치고이것이나아가뉴미디어이용의사와같은사용자

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지된 유용성

은 ‘사용자가 특정한 뉴미디어 혹은 기술을 이용하여 일

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특정한뉴미디어나기술을사용자가별다

른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

한다. 기술을활용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사용의성과

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독립변인들중인지된품질은

뉴미디어혹은기술이용으로부터기대하는콘텐츠품질

나아가 총체적인 경험의 측면을 말한다. 사용자의 주관

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미

지, 브랜드등간접적인경험에의한평가와느낌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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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0]. 또 가격민감도는 가격 또는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반응태도를나타내는특성으로, 소비자들은동

일한 가격이라도 개인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지각 정도가

다르며 구매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11,12]. 혁신성

향은뉴미디어및기술채택에대한소비자의심리적차

원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민감하며 이를 상

대적으로빨리채택하는정도를말한다[13]. 혁신을채택

하기까지상대적으로빠른시간이소요되는것과관련된다.

3. 연구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UHDTV 수용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위

해기술수용모델을근거로 UHD이용에대한연구모형을

설계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UHDTV에 대한 인지

된 품질, 개인의 혁신성향, 가격 민감도 등 독립변인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미치고, 나아가이것들이 UHDTV 이용의사에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UHD와같은신기술채택이갖는상징성요인에주목

해 이를 조절요인으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혁신 기술

의채택요인을분석하는소비심리학분야에서는뉴미디

어 제품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UHDTV나

스마트폰과같은제품이자신의지위를상징한다고믿는

소비자는이런제품을소유함으로써자신의사회적목적

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명성높은 신모델로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14]. 달리말해

UHDTV를이용하는것이나의사회적이미지를높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15].

연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

하고 PLS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했다. 20-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1월20일까지조사를실시했으며, 최종적

으로 351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인지된 품질, 혁신

성향, 가격민감도, 상징성, 인지된유용성, 인지된사용용

이성, 이용의사 등 설문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

해 측정했다.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인지된품질은인지된유용성에유의한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인지된품질은인지된사용용이성에유의한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혁신성향은인지된유용성에유의한영향을미

칠 것이다.

가설4. 혁신성향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가격민감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가격민감도는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상징성은 인지된 품질과 인지된 유용성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8. 상징성은인지된품질과인지된사용용이성간

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9. 인지된유용성은 UHD이용의사에유의한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인지된사용용이성은UHD이용의사에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결과
4.1 측정 도구의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t)을 파악하기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분

석단위가 개인이면 0.8 이상, 조직단위에서는 0.6 이상이

면측정 지표에 큰문제가 없는것으로본다[16]. 가격민

감도(0.67)를 제외하고는 모두 0.8 이상으로높게나타나

기준을 충족했다.

Variables Cronbach’s α
Perceived quality 0.894920
Innovativeness 0.872644
Price sensitivity 0.673919
Symbolism 0.885788

Perceived usefulness 0.900717
Perceived easy use 0.821806
Intension to use 0.878997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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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를 통한 신뢰성 분석에서는 측정 변수들 간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합신뢰도(CR) 0.70이상, 평

균분산추출값(AVE) 0.50 이상을 요구한다[17]. 분석 결

과, 복합신뢰도는 모든 변인에서 0.8 이상이었으며 평균

분산추출값은 0.6 이상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측정 변

수들 간 내적 일관성이 충족되었다.

Variables
Composite
Reliability(CR)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Perceived quality 0.926913 0.760294
Innovativeness 0.912668 0.723872
Price sensitivity 0.859647 0.753870
Symbolism 0.920895 0.744397

Perceived usefulness 0.926760 0.717217
Perceived easy use 0.881695 0.650850
Intension to use 0.925639 0.806020

<Table 2> PLS Reliability Analysis 

4.2 측정 도구의 타당성 분석
PLS에서는타당성검증에확인적요인분석을 사용한

다.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 적재량이 다

른 변수에 대한 교차요인적재량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

다[18].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은 인지된 품질, 혁신성향,

가격민감도, 상징성, 인지된유용성, 인지된사용용이성,

이용의사등모든변수들이 0.7 이상이었다. 또한다른변

수에대한 교차요인적재량보다모두큰값을가지는것

으로 나타나 타당성 검증 조건을 충족했다.

4.3 구조 모형의 적합성 검증 
구조모형의적합성검증결과, 구조모형의전체적합

도를나타내는중복성(Redundancy)값이모두양수로나

타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 또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

도(Goodness-of-Fit) 값은 0.551406으로 최소 기준값인

0.1보다크고, 적합의수준이상(0.36이상)을크게넘어서

유의한수준이다. 이 적합도 지수는 크기에따라상(0.36

이상), 중(0.25-0.36), 하(0.10-0.25)로 구분한다[19]. 또구

조모형의평균적합도는각내생변수의경로모형에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이는 해당 변수의 분산설명력(R2)으로

평가한다. 변수들의분산설명력은최소 10%이상이되어

야 하며, R2값 크기에 따라 상(0.26이상), 중(0.13-0.26),

하(0.02-0.1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20].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인지된 품질, 혁신성향, 가격 민감도는

매개변인인인지된유용성을 54.7% 설명하며, 인지된사

용용이성은 24.7% 설명하고 있다. 또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종속변인인 UHD이용의사를

44.5%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구조모형은각지표가모두기준치이상의적합

도를보이고있기때문에, 경로분석을통한변인간의가

설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Variables Redundancy Communality R²
Perceived quality 　 0.760294 　
Innovativeness 　 0.723872 　
Price sensitivity 　 0.753870 　
Symbolism 0.744397

Perceived usefulness 0.033025 0.717217 0.546633
Perceived easy use 0.032204 0.650850 0.246809
Intension to use 0.079700 0.806020 0.444803
Average 0.736646 0.412748

Goodness-of-Fit 0.551406

<Table 3> Overall Model Fit

4.4 가설검증 결과
본구조모형에대한가설검증결과, 인지된품질이인

지된사용용이성에미치는영향(가설2)과 상징성과결합

된 인지된 품질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가

설9)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이 모두 유의미한 (+)의 관

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별경로계수와 t값을포

함한 가설검증 결과 정리는 <Table 4>와 같다.

H Path t value
path

coefficient
result

H1
Perceived quality→
Perceived usefulness

7.405 0.756 accept

H2
Perceived quality→
Perceived easy use

0.734 0.094 reject

H3
Innovativeness→
Perceived usefulness

2.013 0.088 accept

H4
Innovativeness→
Perceived easy use

3.657 0.187 accept

H5
Price sensitivity→
Perceived usefulness

3.472 0.142 reject

H6
Price sensitivity→
Perceived easy use

3.225 0.156 accept

H7
Symbolism*Perceived quality→
Perceived usefulness

3.194 -0.730 accept

H8
Symbolism*Perceived quality→
Perceived easy use

1.394 0.409 reject

H9
Perceived usefulness→
Intension to use

13.198 0.588 accept

H10
Perceived easy use→
Intension to use

2.861 0.133 accept

<Table 4> Research Finding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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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살펴보면, UHDTV에대한인지된품질과

인지된유용성간관계를검증한가설1의결과, 경로계수

는 0.756(t=7.405>2.580)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t 값과 경로계수가 다른 변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아, UHDTV 이용에 있어 인지된 품질

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인지된품질이인지된사용용이성에영향을미치

는 가설2는 기각됐다. UHDTV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느

낀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비스 이용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혁신성향이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과인지된사용용이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

가설3, 4는각각경로계수 0.088, 0.187, t값 2.013, 3.657로

채택됐다. 혁신성향은뉴미디어기술과제품이수용되는

과정에서, 기술 채택과 확산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평가되어왔다. 다수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혁신적

인 사람일수록 UHDTV서비스가 유용하다고 평가하면

서, 서비스는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있다. 또가설5, 6도 검증결과채택됐는데, 즉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큰 사용자일수록 UHD 서비스의 유용성

에 대한 평가가 높고, 동시에 UHD 이용이 수월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즉, UHDTV를 구매하기까지 수많은 가격

비교 활동을 하고, 비용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일

수록 자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UHD 유용

성과 사용용이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상징성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해,

조절변인과결합된독립변인효과가 UHDTV 인지된유

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UHD가나의사회적이미지를높여줄것같은’ 상징성은

독립변인 중 인지된 품질과 결부되어 다른 변인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가설7, 8을 설정했다. 검증결과,

상징성과결합된인지된품질요인은UHDTV에대한인

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경로계수는 (-)로 나타나 상징성이

오히려역효과를발생시킴을알수있다. 다시말해인지

된 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UHDTV는 아직 사람들의 과시욕이나 자부심을 높여줄

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상징성 요인이 인지된

품질과결합되면오히려인지된유용성효과를떨어뜨리

는 셈이다. 한편 상징성과 결합된 인지된 품질이 인지된

사용용용이성에영향을미친다고가정한가설8은기각됐다.

또한 인지된 유용성과 UHDTV이용의사 간의 관계를

검증한 가설9는 경로계수 0.588, t값 13.198로 유의수준

0.01에서채택됐다. 인지된사용용이성과UHDTV이용의

사 간의 관계를 검증한 가설10 역시 경로계수 0.133, t값

2.861로 유의수준 0.01에서채택됐다. 통계값을볼때본

연구의구조모형에서는특히 UHDTV에대한인지된유

용성이 이용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UHDTV에 대한 인지된 품질과 이용자의 혁신성향,

가격민감도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UHDTV이용의사를 상승시키는 것이 본 모형에

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경로임을 알 수 있다.

**p<0.05 , ***p<0.01
[Fig. 1] path coefficient 

**p<0.05 , ***p<0.01
[Fig. 2] t value

5.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UHDTV생태계활성화에있어무엇보다이

용자의 니즈와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UHDTV서비스구조모형분석연구를진행했다. 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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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UHDTV 채택에 있어 인지된 품질, 개인의 혁

신성향, 가격민감도는 UHDTV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UHDTV

에 대한 이용의사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지된품질의영향력계수가다른변인에비해크게높

았다. 즉 UHD콘텐츠등이용자가기대하는서비스품질,

사용경험(UX)이 가장중요한요소임을알수있다. 그런

데 여기에 상징성이라는 소비 심리적 변인을 고려해, 상

징성과 인지된 품질이 결합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오히려 인지된 유용성에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말해, 신기술이나를앞서가는사람으로비

춰 주리라 기대하는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UHD 품질에 대한평가와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

는것이다. 지금상황에서는콘텐츠를비롯한UHD품질,

사용경험에 대한 이용자 평가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방송기술의진화와서비스수용과정에서콘텐츠가가

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은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초고

화질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경

험을 제공하는 UHD방송에서도 그 유용성은 콘텐츠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결국 감동을 줄만한 매력적인 콘

텐츠가충분히많을때 UHD방송이자리잡을수있으며,

만약 초기에 UHD방송이 별것 없다는 실망감을 이용자

들에게준다면 UHDTV서비스확산은요원한일이될것

이다.

UHDTV 관련 연구가그간기술및정책에초점이맞

춰졌던반면, 본 연구는최종소비자, 이용자의평가와니

즈에 집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구조모형분석

을 통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조절효과가 최종적인 서

비스 채택으로이어지는구조와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UHDTV서비스이용과관련된핵심요인을파악하고이

에대한시사점을논의한것이기존연구와의차이점이다.

추후 지상파 UHD방송이 본격 시작되고 이용자의

UHD경험이 더 확산된 시점에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

한이용자평가를지속적으로수행하는과제가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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