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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시청태도 및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
보기 위해 외생변인으로 혁신성, 상대적 이점, 몰입도, 접근성 및 친화성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은 ‘친화성’ ‘상대적 이점’ ‘혁신성’ 및 ‘몰입도’
이었으며, ‘접근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생변인 중에서 ‘혁신성’이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었고, ‘상대적 이점’, ‘몰입도’ ‘친화성’ 순으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UHD 
방송 시청태도와 시청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된 유용성’이었고, ‘인지된 용이성’은 시청태도에 “시청태도”는 시청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UHD 방송 ‘시청태도’와 ‘시청의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UHD, 혁신성, 상대적 이점, 인지된 유용성, 시청태도, 시청의향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out about the effects of a perceived usefulness and a perceived 
ease of use on the viewer's attitude and their intention to use of the Terrestrial UHD Broadcasting.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91 respondents while innovativeness, relative advantage, active engagement, accessibility 
and affinity were considered as the external variables for this research. As the result shows, the external 
variables that affect the perceived usefulness are affinity, relative advantage, and innovativenes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essibility has no major effe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Among the external 
variables, the innovativeness has the highest level of effectiveness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UHD 
broadcasting. Relative advantage, active engagement, and affinity were followed in orderly fashion. Especially, 
the perceived ease of use on UHD broadcasting has a major effe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Also, the 
perceived usefulness affects the viewers' attitude and their intention to use. And the research verified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ease of use vs. attitude and between attitude vs. intention to use. 
Therefore, we can safely say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of UHD broadcasting has main effects on viewers' 
attitude and their intention to use of UHD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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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은 기존의 고화질

(Full HD) 방송이 제공하는 화질보다 4~16배 선명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현장감과 사실감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실감형 방송기술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

술과 디지털 방송 송출의 발전은 방송 사업자의 서비스

의 다양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 측면

에서 편의성 증진, 시청자 시청 선택권 강화와 같은 시

청자 중심의 시청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가 시청자에게 시청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적서비스로활용되기위해서는먼저채널의성격과

규정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상파 UHD 방송의확산및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의 UHD 방송 시청 요인을

파악해야할뿐만아니라지상파방송사업자나정책결정

기관의 정책집행이 시청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청자

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또한 시청자 측면

에서 시청 채널과 다양한 콘텐츠의 선택 폭을 확장시켜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지상파 UHD 방송 서

비스에대한시청자조사를기반으로시청자의시청의도

에미치는다양한요인을검증하고자한다. 이에따라실

무적관점과학문및이론적인관점에서여러요인을통

해 시청자들의 시청의도에 실제로 영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검증하였으며, 또한 UHD 방송서비스에대해사용

자의이용의사에영향을미치는외생변인요인을중심으

로 UHD 방송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UHD 방송

시청태도와의향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논의
2.1 UHD 방송 정의 및 현황
지상파 UHD 방송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상파 UHD(해상도 3840x2160) 방송은기존

의 HD(해상도 1920x1080) 방송보다 한층 섬세하고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 등을 제공하는 초고

화질실감방송이며, TV가인터넷에연결되면 IP 방식기

반의 양방향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1]. 둘째, UHD 방

송은 HD 보다 선명한 화질을 통해 보다 실감나는 경험

을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이다[2]. 셋째, UHD방송은 사실

감과 현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선명한 초고화질(4K)과

다채널의오디오방송을의미한다[3]. 넷째, UHD의대화

면은 HD에비해서더욱섬세하고자연스러운영상을제

공하며, 10개 이상의 채널에서 22개의 다채널을 사용하

여 음향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대화면을 통한 실감을 경

험하게 한다[4]. 다섯째, UHD 방송은 단순히 해상도만

기존 HD보다 4배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광색역(WCG

: Wide Color Gamut), 고프레임(HFR : High Frame

Rate), 고계조(HBD : High Bit Depth) 및 고동적범위(고

명암 대비)(HDR : High Dynamic Range) 등 다양한 장

점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UHD는 해상도뿐만 아니라

WCG, HFR, HBD, HDR의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UHD

화질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5].

2.3 기술수용모형
새로운 기술 혹은 서비스가 도입될 시 실제로 성공적

으로 정착할지에 대해 예상하는 이론 모형 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수용모형이다. 기술수용모형은 Davis(1989)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특정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of Use)이특정기술에대한이용의도에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델이다[6].

이때지각된유용성이란, 특정환경에서특정기술이

용이긍정적인영향을가져올것이라는수용자의믿음을

의미하며, 지각된 용이성이란 특정 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필요한노력이적을것이라고수용자가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수용모델에 의하면 이러한 두 요

인이 수용자의 이용행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며, 이렇

게 형성된 태도는 곧 수용자의 실제 이용행위로까지 이

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기술수용모형은많은연구자들에의해검증됨

으로써 그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Bagozzi 외(1989)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수용자의 행동의도를 측정함으로서 기술수용모델의 영

향관계를 증명한 바 있으며[7], Venkatesh(2000)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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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델의기본개념에추가적인외부요인을고려

하여새로운기술수용모형을제시하기도하였다[8]. 기술

수용모형을정리하면, 기술수용모형은기술의이용이용

이하면할수록더욱유용하게인식되며더유용한것으

로 인지될수록 특정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가 호의

적으로 변화하여 기술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형은 간결하고 타당한 모형

으로서새롭게등장하는기술의수용을설명하는모델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9].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미

디어환경의대표적인미디어로주목받고있는 UHD 방

송에 대한잠재적수용자의인식과시청의향(도)에 대한

변인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하여 UHD 방송에 대한 잠재적 수용자의 시청

의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UHD 방송에대한잠재적수용자의시청의향(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변형된 기술수용모형

(TAM)의 핵심요소들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선정한 5개

요소(친화성, 상대적 이점, 접근성, 혁신성, 몰입도)로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유용성과용이성이 UHD 방송

시청에대한 태도와시청의향(도)에 미치는영향을분석

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3.2.1 친화성
친화성은 TV의 연구에서다루어져온개념으로사람

들이 TV 또는특정프로그램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많은 연구에서 친화성은 대개 시청동

기및노출과같은 TV 시청과 관련된 변수들사이의관

계를알아볼때조절변수내지는매개요인으로측정되었

는데, 가령사람들은 TV 시청을통해자신들과미디어의

내용을동기화하고, 그럼으로써TV에대한믿음을키워

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TV에

대한 친화성이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과용이성에어떠한영향을줄것이라는가정하에가설

1과 6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1(H1) : UHD 방송에대한친화성은인지된유용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H6) : UHD 방송에대한친화성은인지된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2 상대적 이점
상대적 이점은 도입하려는 새로운 기술의 미디어가

기존 기술의 미디어보다 얼마나 더 좋은 지를 수용자가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상대적 이점이 많이 인식

될수록 기술의 확산은 더 빨라지게 된다. 상대적 이점이

기술의 성공적인 채택 및 사용여부를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것은많은실증연구를통해밝히고있다[11].

따라서 TV는 융합된 종합기술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기

존미디어가가지고있는상대적이점이지상파UHD 방

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가정하에가설 2와 7을 다음과같이제시하였

다.

가설 2(H2) : UHD 방송의상대적이점은인지된유용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H7) : UHD 방송의상대적이점은인지된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3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정섭, 장시영(2003)을 비롯

하여 여러 연구에서 사용한요인으로[12] 인터넷의발달

로인해사람과사물의연결성, 즉특정네트워크에사물

인터넷(IoT)을 통해 이동하면서도 쉽게 접속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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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개념이다[13]. 이

에 접근성이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유용성과

용이성에어떠한영향을줄것이라는가정하에가설 3과

8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3(H3) : UHD 방송에대한접근성은인지된유용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8(H8) : UHD 방송에대한접근성은인지된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4 혁신성
혁신성(Innovation)은일반적으로새로운제품이나서

비스등에대해알고싶어하거나구입하고자하는열망

을말한다. Agarwal & Prasad(1999)는혁신을가장빠르

게 수용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의 혁신 확산에 결정

적영향을미치며, 그들의구전에따라신제품의긍정적,

부정적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혁신성이 지상파 UHD 방송에 대

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

는 가정 하에 가설 4와 9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4(H4) : UHD 방송의혁신성은인지된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9(H9) : UHD 방송의혁신성은인지된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5 몰입도
몰입(Active Engagement)은 행위에 깊이 몰두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

어버리게 되는 심리상태를 일컫는다. 몰입은 누구나 경

험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그 크기와 빈도가 다르다.

Cskiszenmihalyi( 1997)는 목적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활

동을 하는 사람이 몰입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목표와

규칙이명확하면서피드백이빨리주어줘야상대방의몰

입 도달을 용이하게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몰입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몰입감은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인지

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설 5와 10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5(H5) : UHD 방송에대한몰입도는인지된유용

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0(H10) : UHD 방송에대한몰입도는인지된용

이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6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용성
기술수용모형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로서영향을미치는데[15,16], “사용자가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에 쉽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기술이 유

용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17]. 이는 UHD 방송에 대한

사용의편리성과접근의용이성을제공하는데있어서중

요한 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HD 방송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임을 가정하고 가설

11을 제시하였다.

가설 11(H11) :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용이성은인

지된유용성에정(+)의영향을줄것이다.

3.2.7 시청태도·시청의향
Vijasarathy(2004)는 기술수용모형(TAM)의 다른 연

구들에서연구자들은유용성과용이성외에도개인의프

라이버시(privacy), 보완(security), 규범적 신념

(normative beliefs)등이 시청태도·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18], Venkatesh, Davis(1996)은 시청태도 ·의향은 기술

수용모형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

델로서다양한변수를도입함으로써강력한설명력을가

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19]. 지금까지 기술수용모형

(TAM)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기술수용모형(TAM)은 본 연구에서 살펴볼 미

디어환경변화에따른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유용성

과 용이성이 UHD 방송의 시청태도와 시청의향을 살펴

보는데충분한이론적뒷받침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

각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시

청태도와 의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2(H12) :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용이성은시

청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H13) :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유용성은시

청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H14) :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유용성은시

청의향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5(H15) : UHD 방송시청태도는시청의향에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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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연구는전국남녀를대상으로기간은 2017년 6월 7

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1명의응답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SPSS 21을 이용하였으며 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3.4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내용
3.4.1 친화성
이민형(2006)은 친화성을 감성적인 변인으로 정의하

였으며[20], 친화성은 매체 혹은 매체 이용에 대한 애착

정도를 나타낸다. 그린버그(1974), 루빈(1982)의 선행연

구에사용한설문을본연구에맞게재구성하였으며[21],

총 5개 문항(Q1. 나는 만약 UHD 방송이 없으면 허전할

것이다. Q2. 나는 UHD 방송이없으면하루라도잘지낼

수없을것이다. Q3. 나는 UHD 방송이없으면한동안도

잘 지낼 수 없을 것이다. Q4. 나는 만약 UHD 방송이 고

장나면속상해할것이다. Q5. 나는 UHD 방송을시청하

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으로 구성하였다.

3.4.2 상대적 이점
Davis(1989)·Moore & Benbasat(1991)은 상대적 이점

이기술의성공적채택및사용여부를예측하는주요변

수로작용한다고정의하였으며, 상대적이점은도입하려

는 새로운 기술의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 기술보다 얼

마나더좋은가를수용자가느끼는정도를말한다. 상대

적 이점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데이비스(1989), 이민영

(2006), 무어와 벤바삿(1991)의 선행연구에 사용한 설문

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5개 문항(Q1. 전

체적으로 UHD 방송은 DTV 방송보다 더 나을 것이다.

Q2. UHD 방송은 DTV시청하는 것 보다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줄 것이다. Q3. UHD 방송은 DTV이용하는 것보

다더효율적일것이다. Q4. UHD 방송은 DTV보다생활

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Q5. UHD 방송은 DTV보

다 정보 습득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으로 구성하

였다.

3.4.3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정섭·장시영(2003)을 비롯

하여 여러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이다. 접근성은 정보기

술이나 정보시스템 관련 접근성이나 정보 관련 접근성

또는 검색의 다양성 용이성 신속성 등의 능력을 의미한

다. 접근성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이정섭, 장시영(2003),

김효정(2005)의 선행연구에사용한설문을본 연구에 맞

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5개 문항(Q1. 나는 UHD 방송은

접근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나는 UHD 방송

은이용이편리할것이라고생각한다. Q3. 나는 UHD 방

송은이동중에도사용이편리할것이라고생각한다. Q4.

나는 UHD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용이 편리할 것이

라고생각한다. Q5. 나는 UHD 방송은언제어디서나사

용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으로 구성하였다.

3.4.4 혁신성
박유식·채희남(2011)은 혁신성을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하거나 구입하고

자하는열망으로정의하였으며[22], 혁신성은새로운제

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활동 정도를 말한다. 혁신성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김미선(2010), 최용준, 정명화(2005),

이미라(2014)의 선행연구에사용한설문을본 연구에 맞

게재구성하였으며[23,24,25], 총 5개 문항(Q1. 나는새로

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는 것을 즐긴다. Q2. 나는 남들

보다먼저새로운정보기술을이용하는편이다. Q3. 나는

남들보다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Q4.

나는혁신적인제품에대한관심이 많고가급적구입하

려고한다. Q5. 나는새로운사회적변화에비교적잘대

처하며 새로운 정보를 잘 알고 있다.)으로 구성하였다.

3.4.5 몰입도
김인섭·박찬욱(2012)는몰입도를 TV 방송시청중형

성되는 집중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26], 몰입도는 외부

적 자극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놀고, 탐색하고 협력하

면서어떤답을찾아가면서대단히만족스럽고긍정적인

경험을 얻는 정도를 말한다. 몰입도와 관련한 설문문항

은 김인섭, 박찬욱(2012), 이재신(2012), 반옥숙(2016)의

선행연구에사용한설문을본연구에맞게재구성하였으

며[27,28], 총 5개 문항(Q1. UHD 방송 시청에 전념한다.

Q2. UHD 방송을 시청할 때 지나치게 열중한다.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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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을 시청할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잊어

버린다. Q4. UHD 방송을시청할때시간이어떻게흘러

가는지모른다. Q5. UHD 방송을시청할때평소와는다

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으로 구성

하였다.

3.4.6 인지된 용이성
Davis(1989)는 인지된용이성은목표기술이나시스템

의 사용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거나 적은 노력을 들여

도되는정도로정의하였으며, 시청자가지상파 UHD 방

송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시청의향이 있

는 정도를 말한다. 인지된 용이성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데이비스(Davis, 1989), 남종훈(2007)의 선행연구에 사용

한설문을본연구에맞게재구성하였으며[29], 총 5개 문

항(Q1. UHD 방송이용은쉽다. Q2. UHD 방송은이용하

기편리하다. Q3. UHD 방송 이용방법은명확하고이해

하기쉽다. Q4. UHD 방송은누구나이용방법을알수있

을것이라고생각한다. Q5. UHD 방송 시청방법을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으로 구성하였다.

3.4.7 인지된 유용성
Bagozzi·Warshaw(1992)는 인지된 유용성을 외재적,

내재적 동기용인과 즐거움이 이용의도와 관계있는 것으

로정의하였으며[30], 인지된유용성은어떤사람이특정

한시스템을이용하여일의성과를높일수있다고믿는

정도를 말한다. 인지된 유용성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데

이비스, 바고찌 그리고 워쇼데이비스(1992), 남종훈

(2007)의 선행연구에사용한설문을본연구에맞게재구

성하였으며[29], 총 5개 문항(Q1. UHD 방송에서는 유용

하고흥미로운정보를얻을수있다. Q2. UHD 방송에서

획득한 정보는 나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Q3.

UHD 방송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송 정보를 쉽게 찾을

수있다. Q4. UHD 방송은나의방송이용능력을향상시

켜줄것이다. Q5. UHD 방송이용은나의삶을윤택하게

해 줄 것이다.)으로 구성하였다.

3.4.8 방송 시청태도 및 방송 시청의향
Rogers(1994)는 시청태도 및 의향을 기술 채택 설득

(persuasion)과정에서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설

득은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31], 시청태도 및 의향은 조직이나 개인의

새로운기술이가져올이익을채택의기준으로인지하며,

이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만족 정도, 사회적 위신 등

다양한 부분의 요인들을 말한다. 시청태도 및 의향과 관

련한 설문문항은 테일러와 토드(Taylor & Todd, 1995),

김인섭·박찬욱(2012) 및 이재신(2012)의 선행연구에 사

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32], 방송

시청태도 설문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Q1. 나는 UHD

방송을시청하는것이현명할것이라고생각한다. Q2. 나

는 UHD 방송 시청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Q3. 나는

UHD 방송을시청하는것이삶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

각한다. Q4. 나는 UHD 방송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Q5. 나는 UHD 방송이용을적극권장할것

이다.) 그리고방송시청의향설문문항은 (Q1. 나는 UHD

방송을자주시청할것이다. Q2. 나는 UHD 방송을시청

할의향이있다. Q3. 나는 UHD 방송을적극적으로시청

할것이다. Q4. 나는 UHD 방송에대해서전반적으로호

의적이다. Q5. 나는 UHD 방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

할 것이다.)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본연구에활용된실험자는총 191명으로, 성별분포의

경우 남자 147명(77%), 여자 44명(23%)로 다소 남성에

치우친 표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령대의

경우 10대가 1명(0.5%), 20대 68명(35.6%), 30대 28명

(14.7%), 40대 32명(16.8%), 50대 이상이 62명(32.5%)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제거하였으며, 먼저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

성요인을추출하기위해서주성분분석을사용하였으며,

UHD 방송 시청자들의 UHD 방송 수용결정요인을 알아

보기위해설문지에제시한수용결정요인진술문에대해

요인적재치의단순화방법으로직교회전방식(Varimax)

를 이용하였다.



A Study on the Viewing Attitude and Intention for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of Terrestrial UHD Broadcasting - Center for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ET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19

Factors
Mea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
exp.

Cron
baha
’α

Intention to
Use

Q2 J42 .875

7.40 18.04 0.951
Q3 J43 .799
Q4 J44 .793
Q1 J41 .787
Q5 J45 .764

Attitude

Q2 J37 .726

4.63 11.30 0.940
Q5 J40 .674
Q3 J38 .609
Q1 J36 .609

Active
Engagement

Q3 J23 .859

4.43 10.82 0.955
Q4 J24 .833
Q5 J25 .806
Q2 J22 .786
Q1 J21 .742

Innovativene
ss

Q2 J17 .872

4.36 10.63 0.928
Q5 J20 .855
Q4 J19 .844
Q3 J18 .841
Q1 J16 .764

Perceived
Ease of Use

Q2 J27 .833

4.35 10.61 0.926
Q1 J26 .822
Q3 J28 .821
Q4 J29 .723
Q5 J30 .660

Affinity

Q2 J2 .834

3.94 9.61 0.922
Q3 J3 .829
Q1 J1 .780
Q4 J4 .759
Q5 J5 .727

Accessibility

Q3 J13 .816

2.41 5.87 0.928
Q5 J15 .797
Q4 J14 .787
Q2 J12 .605
Q1 J11 .600

Relative
Advantage

Q3 J8 .839
2.13 5.19 0.883Q4 J9 .727

Q5 J10 .716

Perceived
Usefulness

Q2 J32 .593

1.72 1.76 0.954
Q1 J31 .579
Q3 J33 .574
Q4 J34 .570

* Overall Description of Combined Factor=83.83%
** 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933,
*** Bartlett test χ2=8971.518, df=820, Sig.=0.000

<Table 1> Result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easured variables

연구모형을구성하고있는다양한측정항목의타당성

및신뢰도를검증하기위해모든측정항목에대한탐색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1>에서보듯이, UHD 방송의 외

생변인(친화성, 상대적이점, 접근성, 혁신성, 몰입도), 인

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방송시청태도, 방송시청의

향등을포함하여아이젠값이 1이상이총 9개 요인이도

출되었다. 또한 전체누적퍼센트는 83.83%로높은설명

력수치를보여주고있다. 내적일관성측정을위한신뢰

도분석을한결과 Cronbach Alpha 값이 0.883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수있으므로(강병서·김계수, 2009) 측정항목들의신뢰

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4.3 연구가설 검증
4.3.1 연구가설1, 2, 3, 4, 5에 관한 검증 결과
UHD 방송에 대한 선행변인(친화성, 상대적 이점, 접

근성, 혁신성, 몰입도)가인지된유용성에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1, 2, 3, 4, 5의 분

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Dep
Var

Indep
Var

Std
Dev

β t p
Toleran
ce

Perceived
Usefulness

Const .255 - .981 .328
Affinity .062 .158 2.555 .011 .507

Relative
Advan

.055 .225 4.521 .000 .785

Access .053 .008 .133 .894 .506
Innova .051 .499 9.086 .000 .646
Act Eng .049 .155 2.702 .008 .596

R=.800, R²=.639, Modified R²=.630
F=65.572, P=.000, Durbin-Watson=1.897
＊. t>±1.96, ＊. P<0.05, ＊＊. P<0.01

<Table 2> Research hypotheses 1, 2, 3, 4,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외생변인인친화성이인지된유용성에미치는영향은

t값이 2.555(P=.011), 상대적 이점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

치는 영향은 t값이 4.521(P=.000), 혁신성이 인지된 유용

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9.086(P=.000) 및 몰입도가 인

지된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702(P=0.008)로 가

설1, 2, 4, 5은 채택되었고, 반면에 접근성이 인지된 유용

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33(P=.894)로 가설3은 기각

되었다. 따라서외생변인친화성, 상대적이점, 혁신성및

몰입도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외생변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시청태도 및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 중심으로 
-

4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Nov; 15(11): 413-424

인 접근성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3.2 연구가설6, 7, 8, 9, 10에 관한 검증 결과
UHD 방송에 대한 외생변인(친화성, 상대적 이점, 접

근성, 혁신성, 몰입도)가 인지된용이성에정(+)의 영향을

줄것이라는다중회귀분석을통한가설6, 7, 8, 9, 10의분

석결과는 <Table 3>와 같다.

외생변인인 상대적 이점이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859(P=.000) 및 혁신성이 인지된 용이성

에미치는영향은 t값이 7.801(P=.000)로 가설7, 9는 채택

되었고, 반면에 외생변인 친화성이 인지된 용이성에 미

치는영향은 t값이 .750(P=.454), 접근성이인지된용이성

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589(P=.114) 및 몰입도가 인지

된용이성에미치는영향은 t값이 .802(P=.424)로 가설 6,

8, 10은 기각되었다.

Dep
Var

Indep
Var

Std
Dev

β t p
Toler
ance

Perceive
dEase
of Use

Const .286 - 1.914 .057
Affinity .069 .055 .750 .454 .507

Relative
Advan

.061 .285 4.859 .000 .785

Access .060 .116 1.589 .114 .506
Innova .057 .505 7.801 .000 .646
Act Eng .054 .054 .802 .424 .596

R=.706, R²=.499, Modified R²=.485
F=36.814, P=.000, Durbin-Watson=1.797
＊. t>±1.96, ＊. P<0.05, ＊＊. P<0.01

<Table 3> Research hypotheses 6, 7, 8, 9,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따라서 외생변인 상대적 이점과 혁신성은 통계적 유

의수준 하에서 인지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외생변인 친화성, 접근성 및

몰입도는통계적유의수준하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치

지 못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3.3 연구가설11에 관한 검증 결과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11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Dep
Var

Indep
Var

Std
Dev

β t P
Toleran
ce

Perceivd
Usefulness

Const .239 - 6.416 .000
p use E .058 .653 11.845 .000

R=.653, R²=.426, Modified R²=.423
F=140.309, P=.000

＊. t>±1.96, ＊. P<0.05, ＊＊. P<0.01

<Table 4> Research hypothesis 11 Simple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인지된 용이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11.845(P=.000)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즉, 인지된

용이성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

이 P=.000에서 140.30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

에 대한 R²=.426로 42.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4.3.4 연구가설12, 13에 관한 분석 결과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시청태

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12, 13의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Dep
Var

Indep
Var

Std
Dev

β t P
Toleran
ce

Attitude

Const .212 - 2.528 .012
p use E .062 .052 .942 .347 .574
P useful .058 .787 14.329 .000 .574

R=.821, R²=.675, Modified R²=.671
F=195.012, P=.000, Durbin-Watson=1.890
＊. t>±1.96, ＊. P<0.05, ＊＊. P<0.01

<Table 5> Research hypotheses 12, 1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시청태도에 미치

는 t값은 14.329(P=.000)로 가설13은 채택되었고, 반면에

인지된 용이성이 시청태도에 미치는 t값은 .942(P=.347)

로 가설1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유용성은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시청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지된 용이성은 통계적 유

의수준하에서시청태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3.5 연구가설14, 15에 관한 분석 결과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시청태도는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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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중회귀분석을 통

한 가설14, 15의 분석결과는 <Table 6>와 같다.

Dep
Var

Indep
Var

Std
Dev

β t P
Toleran
ce

Intentio
n
to
Use

Const .179 - 2.739 .007
P useful .065 .769 12.112 .000 .327

Attitude .069 .117 1.850 .066 .327

R=.868, R²=.753, Modified R²=.750
F=285.991, P=.000, Durbin-Watson=1.951
＊. t>±1.96, ＊. P<0.05, ＊＊. P<0.01

<Table 6> Research hypotheses 14, 1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시청의향에 미치

는 영향은 t값이 12.112(P=.000)로 가설14는 채택되었으

며, 반면에 시청태도가 시청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850(P=.066)로 가설15는 기각되었다. 즉, 인지된유용성

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시청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시청태도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시청의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4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생변인인 상대적 이점과

혁신성은통계적유의수준하에서인지된유용성과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화성

과몰입도는통계적유의수준하에서인지된유용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접근성

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친화성과몰입도는통계적유의수준하에서인지된용이

성에만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요인으로확인되

었다. 또한, 인지된용이성은통계적유의수준하에서인

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인지된 유용성은 통계유의수준 하에서 시청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인지된 용이성에 시청태

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요인으로확인되었

다. 특히, 시청의향에대한회귀분석결과는인지된유용

성이 시청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시청태도는 시

청의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요인으로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모형은 [Fig. 2]과 같이가설문제 H1, H2,

H4, H5, H7, H9, H11, H13, H14는 채택되었고, 가설문제

H3, H6, H8, H10, H12, H15는 기각되었다.

[Fig. 2] Research Result model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UHD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용결

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기술수용모형을 기반

으로 이용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유용성에영

향을미치는수용결정은 ‘친화성’, ‘상대적이점,’ ‘혁신성’

및 ‘몰입도’였으며, ‘접근성’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

하는요인으로확인되었다. 그중 ‘혁신성’이인지된유용

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UHD 방송에대한인지된용이성에영향을미치

는 수용결정은 ‘상대적 이점’과 ‘혁신성’이었으며, ‘친화

성’, ‘접근성’ 및 ‘몰입도’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

는요인으로확인되었다. 그중 ‘혁신성’이인지된용이성

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된 유용성’이 UHD 방송 시청태도와 시청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용이성’은 시청태도

와시청의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UHD 방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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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 ‘시청태도’와 ‘시청의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있음을알 수있다. 이는 UHD 방송이선명한초고화

질, 다채널초고음질, 색의섬세한표현, 맞춤형양방향서

비스등사실감과현장감을체험할수있는실감방송기

능이 있어기술적으로 ‘혁신성’, ‘상대적이점’ 및 ‘인지된

유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청자의 인식에 많은 영향

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UHD 방

송의 시청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을 정보기술수용모형으

로설정하여 ‘혁신성’과 ‘상대적이점’이라는변수이외에

7개의 외부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9개

의 변수를 추출하여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정보기술수용

모형에 대한 확장을 꾀하였으며, ‘시청태도’와 ‘시청의향’

이라는 2항목의복수지표를사용하여이둘이서로같은

요인(인지된 유용성)에 의해영향을받는다는기초적근

거를제시하였다. 즉, 정보기술수용모형을통해서시청자

의 수용결정요인의 형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UHD 방송은

시청자들에게가장중요한기대서비스항목임이확인되

었고, 이는 시청자들이 UHD 방송의 장점을 통해 정보

획득, 재미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시청자들에게정보획득과즐거움이

라는 요소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UHD 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UHD 방

송은다양한융합커뮤니케이션으로서제4차산업혁명시

대에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선도하여 방송 산업 발전과

시청자 미디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

청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와 콘텐츠 개

발이 요구된다.

5.2 연구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는 UHD 방송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UHD 방송 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 다른 매체와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청자들은 UHD 방송 시청태도 및

의향에 있어서 ‘인지된 유용성’ 요인을 다른 요인들보다

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다. UHD 방송의특성을살린선

명한초고화질, 섬세한색의표현, 사실감과현장감, 맞춤

형양방향서비스등의사용이확대되고있는것도다른

매체와의차별적인가치를전달해줄수있기때문인것

으로판단된다. 따라서 UHD 방송은다른매체가가지지

못하는 UHD 방송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의개발이무엇보다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고본다.

둘째, UHD 방송을조기에정착시키고, 시청자를확보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적

극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태도와 시청의향

에 ‘인지된 유용성’이 UHD 방송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름과 같은 한

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사용한종속변인 ‘인지된유용

성’, ‘인지된 용이성’, ‘시청태도’ 및 ‘시청의향’이 실제 이

용으로반드시연결되지않을수있다. 둘째, 시청의향이

높을지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 시청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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