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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실감 영상 기술인 UWV 파노라마 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비용지불의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해당 기술이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상용화되는데 필요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 및 대화면에 광시야각 영상 기술을 구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을 통해 UWV 파노라마 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비용지불의사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두 실험환경 모두에서 
소비자는 기존 16:9의 영상 비율인 UHD 대비 UWV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의사와 비용지불의
사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UWV 파노라마 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 금액과 해당 금액의 책정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탐색본 결과, UWV의 장점인 몰입감, 생동감 등이 추가적인 지불의사 금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 실제 UWV 영상을 접하거나 시청해보는 경험이 새로운 영상 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광시야각 영상, 실감 영상, 소비자 선호, 비용지불의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preference and willingness to pay for UWV 
panoramic video, which is a new realistic video technology, and propose the issues to be considered for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this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consumers. For this purpose,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by constructing two environments; watching TV at home and watching 
panoramic video on the big screen. As a result, consumers in both experimental environments were more 
likely to prefer UWV than UHD, which is the existing video ratio. Consumers also showed intend to use 
UWV and are willing to pay for i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consumers' maximum amount of money to 
pay for the UWV and the reasons for it, the perception of immersion, liveliness, and actual experience of 
UWV were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 acceptance of new realistic vide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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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광시야각 실감 영상(Immersive Panoramic

Video),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 홀로그램 등 실

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한국콘텐츠진흥원[1]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소비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2분을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

비자의 영상 소비 증가 패러다임과 기술의 발전은 Full

HD보다 4배 높은 화질인 UHD(Ultra High Definition의

약자로 4K UHD로 불리기도 함)의 개발을 통해 실재감

에대한소비자와개발자의니즈를더나은화질로실현

가능하게하였다. 나아가최근에는광시야각의파노라마

실감 영상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재감을 더욱 극

대화하는 실감 영상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비자

들또한파노라마영화관, 가상현실체험관, 홀로그램공

연장에서새로운유형의실감영상을체험하는데아낌없

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2].

파노라마영상은기존TV나영화화면의제한된시야

각(60도)보다 좌우로 2～3배 긴 120～180도의 넓은시야

각을 제공하여 몰입감과 실재감을 극대화하는 고화질의

실감 영상 기술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

한 UWV(Ultra Wide Vision)와 국내최대영화배급사인

C사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Screen X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파노라마영상기술가운데하나인 Screen X

가우수한기술력을인정받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미

래창조과학부) 주관 ‘가상현실 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

정된 바 있다[3].

기술중심형제품개발이중요하던과거와는달리 오

늘날의 기술 개발은 기술을 수용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4]. 더욱이 파노라마

영상을 비롯한 실감 영상 기술은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소비자에게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소비자반응을조사하고반영하는것이필수적이다.

즉, 실재감과 몰입감 제공을 위해 개발된 파노라마 영상

이실제로기존영상기술과비교했을때더나은실재감

과 몰입감을 제공하는지,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기술

인지의 점검이 요구되는 것이다. 파노라마 영상 기술에

대한기존연구에서는시각적으로불편하고오히려넓어

진 시야각으로 인해 집중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지적

되었다[2]. 따라서기존영상기술과비교하여가로로더

길어진파노라마영상이소비자에게불편감을주지는않

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대표적파노라마영상기술인 UWV가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파노라마 콘텐츠나 디바이스에

대해 소비자의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향후

시장에서의 수용 가격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

감 영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이루

어져왔으며, 영상 기술의 수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기

존 기술 대비 상대적인 선호도나 구체적인 지불금액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5-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파노라마 영상

기술UWV에대한소비자의상대적선호및비용지불의

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UWV의 시장 적용성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기존 화면 비율인 UHD 대비 UWV에 대

한 소비자의 상대적 선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UWV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 금액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고찰
2.1 UWV 파노라마 영상 

2.1.1 파노라마 영상의 개념과 적용 
실감 영상(Immersive Video)은 실재감(Presence)과

몰입감(Immersion)을 제공하는다양한형태의영상기술

로 정의되며[9], 대표적인 실감 영상 기술로는 광시야각

의파노라마영상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등

이 있다.

파노라마 영상은 UHD의 초고화질로 사람의 시야와

유사한 120도 이상의광시야각을제공하는실감영상기

술이다. 소비자는 시야를 가득 채운 영상을 시청하면서

화면을보는것이아니라현장에실제로와있는듯한실

재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2, 10]. 대표적인 파노라마

영상기술인UWV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개

발한기술로고해상도의광시야각영상을획득하기위해

고품질의 카메라 여러 대를 연결하여 초점과 색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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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하여 동시에 촬영하는 기술, 이를 통해 획득한

중복이 존재하는 복수의 영상을 끊김 없이 이어 붙이고

보정하여 가로로 넓은 광시야각 영상을 형성하는 기술,

거대한 광시야각 영상 파일을 압축하고 전송하는 기술,

복수의 프로젝터와 대화면 스크린 환경에서 중첩 없이

고해상도의 광시야각 영상을 재생하는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한다[2, 11].

현재까지파노라마영상은주로영화관이나전시회장

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새

로운 실감 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되면서 향

후다양한서비스분야에서활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

된다[11].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 소비자의 영상 콘텐츠 소비는

다른 디바이스보다 TV를 통한 소비가 가장 많다. PC나

모바일로는 주로 무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반면 유료 콘

텐츠의소비는주로TV를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

났다[1]. 따라서 향후 소비자가 파노라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구입하여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 이

용하게 된다면 TV가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TV의 비율은 세로 대비 가로가 1.78배 긴

16:9 비율로세로대비가로가 1.33배 긴아날로그 TV의

4:3 비율보다가로로더길어졌으며, 약 90도의시야각을

제공한다. 그러나일반TV를통해시청하는스포츠경기

나 공연 실황은 제한된 화각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선별된 시점을 제공해주어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실재감과 몰입감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11]. 이러한소비자의니즈를보완하기위해 2015년에는

세로 대비 가로가 2.33배 긴 21:9 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가개발된바있다. 가로로긴디바이스에대한소

비자의 잠재적인 니즈를 고려할 때, 향후 파노라마 영상

촬영, 합성, 편집 기술이활성화되어전용콘텐츠가많이

개발된다면 가정용 파노라마 전용 TV도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2 파노라마 영상 관련 선행연구 
광시야각 실감 영상과 관련하여 조용주와 그의 동료

들[11]의 연구에서는 광시야각 실감 영상을 획득, 생성,

재생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향후 다양

한활용분야와잠재적수요에대해언급하면서광시야각

실감 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기존

TV 화면 비율의 단점과 멀티 패널 가격이 점차 낮아지

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향후광시야각실감영

상 기술이 가정용 TV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정성분석을 통해 광시야각 실감 영상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본 이진명과 그의 동료들[2]의 연구에서는

광시야각 실감 영상을 시청한 후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정서적 반응)과 생각(인지적 반응)을 긍정과

부정의 측면으로 구조화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향후 적

용분야와개선사항을정리하여이를토대로정책적제안

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광시야각 실감 영상 기술

도입 단계에서 영상과 관련된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고려하여 향후 적용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과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이러

한 소비자 의견에 기초하여 개선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기위해서는소비자선호에대한정량적조사가

요구되며, 시장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

불할 의사 및 구체적인 최대지불금액에 대한 검토가 수

반되어야 한다.

2.2 영상 기술에 대한 소비자 반응
새로운기술에대한소비자의반응을예측해볼수있

는 지표로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와 이용의사 및 비용

지불의사가 이용되고 있다[12, 13].

소비자가 새로운 혁신 기술이 반영된 제품 및 서비스

를평가할때는기존제품및서비스와비교하여새로운

기술이상대적으로이점을지니는지를평가하며, 비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혁신적인 것으로 지각되면 해당 기

술에대해긍정적인태도와수용의도를지니게된다[14].

비슷한 맥락에서 새로운 영상 기술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존영상기술과비교하여새로운영상기술에대한소

비자의 상대적인 평가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15, 16].

영상 품질에 대한 상대적 평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권고한 주관적 영상품질 측정 기법의 하나인

DCR(Degradation Category Rating) 방법이주로사용된

다. DCR 방법은 기준 영상과 평가할 영상 자극을 쌍

(pair)으로 제시하여 두 영상의 비교평가 점수를 하나로

매기는것이특징이다[17]. 스마트폰영상품질에관한김

성철과김병일[18]의 연구에서는 DCR 방식을통해수용

자가 지각하는 영상 품질의 변화를 보다 유의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는 소비자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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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로서가치에대한판단을의미한다. 비용지불의사에

는 기술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한 경제적(혜택과 비용),

비경제적(품질에 대한판단등) 가치판단이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판단을 유

용하게 제시할 수 있다[19]. 새로운 영상기술이 빠른 속

도로 개발되면서 시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가늠하

기위한목적으로다양한영상기술및서비스에대한소

비자의비용지불의사연구들이수행되어왔다[20-23]. N

스크린 서비스[20], UHD TV[21], IPTV 서비스 [22]의

구매의사와관련된연구에서는 ‘구매할의향’, ‘비용을지

불할 의향’ 등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소

비자의비용지불의사를물었으며, UHD TV 서비스에대

한비용지불의사에관한변상규[23]의 연구에서는 ‘UHD

TV 시청을위해한달에추가로지불할수있는금액’을

구체적으로 개방형으로 질문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사를 연구한

Overby & Lee[24]의 연구와김미성과그의동료들[13]의

연구에서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 ‘상용화된다면

적극적으로구입하고싶음’ 등의 문항으로비용지불의사

를 측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실험 설계

3.1.1 실험 환경 설계 
본연구에서는광시야각실감영상기술인UWV에대

한 소비자들의 상대적 선호와 비용지불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환경은 두 가지로

설계하였다. 첫째는일상생활에서소비자가가장보편적

으로영상을시청하는방식이자향후 UWV의상용화디

바이스로유력한UWV TV를시청하는상황을선정하였

으며, 둘째는 현재 UWV 기술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영

화관, 전시회장 등 대형 스크린을 통해 UWV 영상을 시

청하는 상황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생활환경은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거실에

서TV를시청하는상황을가정하였다. 실험장소는서울

에 소재한 S대학교의 빈 강의실에 TV와 소파, 테이블

등을 배치하고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에서 TV를 시

청하는거리를적용하여거실환경을조성하였다. UWV

TV는 55인치 UHD TV 3대를 가로로 연결하고, UWV

기술로촬영한영상이연결된 3대의 TV에끊김없이재

생될수있도록구현하였다. 실험은 2016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10회에 걸쳐진행되었으며, 총 참여자는

55명으로 시청환경을 고려하여 각 실험당 참여자는 3-7

명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실험실환경은 9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UWV 영상 재생이 가능하며 15M*4M의 대화면 스크린

이구비되어있는대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영상실험

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2016년 9월 21일부터 9월 23

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자는 95명으

로 각 실험당 참여자는 6-10명으로 구성하였다. 영화관

처럼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실험영상을 시청하였다.

3.1.2 실험 영상 설계 
두실험에서사용된영상콘텐츠및재생순서는동일

하며, 실험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UHD 대비 UWV에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 평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참여자에게 바다와 초원을 촬

영한자연풍경영상을일반적인 16:9 화면비율의 UHD

와 보다 가로로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UWV의 2가지

스크린 크기로 제작하여 연달아 시청하도록 하였다. 생

활환경에서의 실험 참여자는 16:9 화면 비율의 55인치

TV 1대로 UHD 시청하였으며, 55인치 TV 3대를연결하

여 가로로 3배 길어진영상으로 UWV를 시청하였다. 실

험실환경 참여자는 15M * 4M인실험실 환경을고려하

여 8M * 4M 크기로 제작된 영상으로 UHD를 시청하였

으며, 15M * 4M크기로제작된영상으로 UWV를시청

하였다. 이때영상순서의효과를배제하기위하여참여

자그룹별로두스크린의재생순서는다르게구성하였

다. 실험참여자는 UHD와 UWV 스크린크기로각각 40

초씩 재생된 영상을 연달아 시청하였으며, 두 영상을 시

청한 후 첫 번째 화면에 비해 두 번째 화면에 대한 상대

적평가 3문항에 20초간응답하도록하였다. 혼선을줄이

기 위해두 스크린 크기의영상 재생 사이에는 3초간 빈

화면을 배치하였고,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에는 집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을 최소화하였으며 영상 시청 후

설문응답시에는다시조명을밝게하여조사에충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UWV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를 알

아보기위해UWV크기스크린에역동적이며화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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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는스키영상과정적이며화면분할이없는풍경영

상을 250초간 시청하도록 하고, 영상 시청이 끝난 후

UWV 이용의사와비용지불의사에관한설문에 5점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최대지불

의사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 UWV를 시청하는

주요상황별시나리오를제시하고각상황별로 UWV 시

청을위해최대로지불할의향이있는금액과해당금액

을 책정한 이유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때

연구진행자가충분한설명을제공하여응답이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2 설문문항 및 시나리오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Table 1>과 같다.

상대적 선호 문항은 3D 실감과 일반 영상 간 주관적 시

청품질을비교한 Jumisko-Pyykkö와그의동료들[25]의

연구를 참조하여 상대적 몰입도, 상대적 선호도, 상대적

불편감의 세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용의사와 비용지불의사는 5점 리커트 척도 단일문

항으로질문하였으며, UWV로시청하는것에대해어느

정도가치를부여하는지파악하기위해구체적으로상황

별시나리오를제공하고각상황별최대지불의사금액과

그이유를기입하도록하였다. 제시된상황은UWV 파노

라마 영상 기술의 현재 활용분야 및 향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UWV 전용영화관에서영화를 관람하는경우,

UWV 영상 기술이 구현된 가상 공연장에서 공연실황을

시청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UWV TV를 구매하는 경우

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Relative
Preference

I was more immersed in the second screen than the
first screen.
I preferred the second screen than the first screen.
I was more uncomfortable with the second screen
than the first screen.

Intention
to Use

I will use this screen in the future when this screen
is commercialized.

Willingness
to pay

I am willing to pay for watching paid content (sports,
performance, etc.) using this screen.

Maximum
Payment
Amount

[Scenario 1] UWV Movie
Suppose you are watching a movie in the theater.
If the cost of ordinary screen movie(2D digital) is
10,000 won, What is the maximum amount you are
willing to pay for UWV screen movie?
[Scenario 2] UWV Virtual theater
Suppose you are going to see your favorite
performances (concerts, musicals, etc.).
Tickets for the most expensive VIP seats are 200,000
won and the cheapest seats (3rd floor, back) are
50,000 won.
If UWV virtual theater(live) is commercialize, what is
the maximum amount you are willing to pay?
[Scenario 3] UWV TV
Suppose you buy a TV.
If a typical TV (16: 9 ratio, about 50 inches) priced at
$ 1,000, What is the maximum amount you willing to
pay for UWV TV?

<Table 1> Measurement Tool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생활환경 55명, 실험실환경 95명

으로 총 150명이며, 참여 대상자는 20대～40대성인으로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표집하였으며, 교정시력 0.7 이

상으로색맹이나색약등의어려움이없는자를선정기

준으로하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남성이 45.3%,

[Fig. 1] Experimental Design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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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54.7%이었고, 20대가 44%로가장많은비중을차

지하였다. TV가 설치된 장소는 거실이 68.0%, 방이

32.0%로 나타났다.

Living
Environ
-ment

Laboratory
Environ
-ment

Total

N % N % N %

Sex
Male 28 18.7 46 48.4 68 45.3
Female 27 18.0 49 51.6 82 54.7

Age
20s 31 20.7 37 38.9 66 44.0
30s 16 10.7 36 37.9 48 32.0
40s 8 5.3 22 23.2 36 24.0

Job
Student 38 25.3 20 21.1 58 38.7
Worker 13 8.7 44 46.3 57 38.0
Etc 4 2.7 31 32.6 35 23.3

Place
Watching TV

Living
Room

35 63.6 67 70.5 102 68.0

Room 20 36.4 28 29.5 48 32.0
Total 55 100 41 100 150 1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 결과
4.1 UWV에 대한 소비자 반응

4.1.1 UHD 대비 UWV에 대한 상대적 평가
기존 화면 비율인 UHD와 비교하였을 때 UWV에 대

한 소비자의 상대적인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 [Fig. 2]와 같다. 생활환경 실험에서는 UWV의 상대

적인 몰입감과 선호도가 각각 4.62, 4.38로 매우 높게 나

타났으며 상대적인불편감은 2.09로나타나 중간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실험실환경

의 실험에서는 UWV의 상대적 선호도가 3.26, 몰입도는

3.22로 UHD에비해약간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UWV

의 상대적 불편감은 2.60으로 UHD 보다 시청하기에 불

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iving Environment
Laboratory
Environment

M SD M SD

More immersed 4.38 0.83 3.22 1.50

More preferred 4.62 0.68 3.26 1.52

More uncomfortable 2.09 0.89 2.60 1.18

<Table 3> Relative Preferences for UWV

[Fig. 2] Relative Preference for UWV

4.1.2 UWV 이용의사와 비용지불의사
UWV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의사와 비용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 [Fig. 3]과 같다. 생활환경과

실험실환경에서 UWV에 대한 소비자 이용의사는 4.00,

3.97, 지불의사는 3.55, 3.44로 이용할의사가비용을지불

할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UWV 파노라마 영상 기술이 소비자로 하여금 이용하고

싶은 니즈를 자극하는 기술이기는 하나 소비자에 따라

해당기술의가치가다르게인식되어추가적인비용지불

의사 및 지불금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iving Environment
Laboratory
Environment

M SD M SD

Intention to use 4.00 0.58 3.97 0.82

Willingness to pay 3.55 0.81 3.44 0.96

<Table 4> Intention to use & Willingness to pay for 
UWV

[Fig. 3] Intention to Use & Willingness to Pay for 
U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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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WV에 대한 최대비용지불의사
UWV이 향후 상용화된다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지불의사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무엇이 추가적인 비용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최대지불의사 금액과 책정 이유를 개방형 문

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4.2.1 UWV 영화관
추가적인비용을지불하고 UWV 영화를시청하는것

에대한소비자의최대지불의사금액은 <Table 5>와같

다. 생활환경에서의실험응답자의최대지불가격평균은

15,578원, 실제로 영화관과 유사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UWV를 경험한 실험실환경에서의 실험 응답자의 최대

지불가격 평균은 14,726원으로 두 실험환경 모두에서일

반영화보다UWV영화에약 50%의추가비용을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환경에서 평균 가

격은생활환경보다더낮게나타났지만 UWV 영화관람

을위해 45,000원을지불할의향이있는응답자도있었으

며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Living Environment Laboratory Environment

Average 15,578 14,726

Minimum 0 5,000

25% 13,000 12,000

50% 15,000 15,000

75% 20,000 15,000

Maximum 30,000 45,000

<Table 5> Maximum Payment Amount For UWV 
Movie

2만원이상의 높은비용을지불하고자하는소비자의

추가비용지불의사이유로는압도감, 생동감, 몰입감등이

언급되었으며, 생동감과몰입감이중요한장르의영화인

경우 3D, 4D보다 UWV 영상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의 사례를 아래

와 같다.

“‘인터스텔라나 아바타같이 스펙타클한 영화의 경우

4D보다 더 압도될 것 같아서”

“넓은화면으로영화를보면더몰입되고생동감이느

껴질 것 같아서”

“쉽게접할수없는화면이라서비싼가격을지불하고

서라도 보고 싶음”

이러한 결과는 파노라마 영상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시장르적특성이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한편 비교적 낮은 가격을 응답한 이유로는 시각적 불

편감과집중력저하, 가격적부담이주로언급되었다. ‘그

냥 일반 영화관이 편해서’를 이유로 제시한 경우도 많아

서 새로운 화면을 수용하기보다 기존 화면에 머물고 싶

어 하는 소비자의 관성(inertia)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3D, 4D와 차별화되는 점을 잘 모르겠음”

“사이드에서관람하기에는오히려더불편할것같고,

너무 화면이 넓어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

고 영화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두번은경험삼아보겠지만굳이많은비용을지불

하고 싶지는 않음”

“앞으로상용화가 되려면 현재의 영화관람비와 큰 차

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음”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영상 기술 수용에 대한 소비자

의선호를잘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과 향후시장

에서의적용시적절한가격과더불어다른실감영상기

술과 차별되는 점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하고, 특별한 경

험이나 상황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4.2.2 UWV 가상공연장
UWV 기술이 구현된 가상공연장에서 공연실황을 시

청하는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 금액은

<Table 6>과 같다. 시나리오 상 실제 공연장의 가격 범

위는 일반석 3만원에서 VIP석 20만원으로 제시하였다.

생활환경 실험 응답자의 최대지불가격 평균은 28,096원,

실험실환경 실험 응답자의 최대지불가격 평균은 71,495

원으로실험실에서대형스크린으로영상을시청한경우

공연감상에있어서 UWV 영상기술의가치를훨씬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응답자는 가상공

연장 관람을 위해 실제 공연의 VIP 좌석에서 관람하는

것보다더높은가격을지불할의향도있는것으로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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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의비교적높은비용을지불할의향이있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주로 현장감을 언급하였다.

Living
Environment

Laboratory
Environment

Average 28,096 71,495

Minimum 0 0

25% 14,750 25,000

50% 30,000 50,000

75% 40,000 100,000

Maximum 70,000 350,000

<Table 6> Maximum Payment Amount For UWV 
Virtual theater

“실제 콘서트를 보는 것과 비슷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콘서트에서멀리서보는것보다더편하게관람

하면서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음”

“음향이 실제 콘서트처럼 입체감 있다면 상당히 괜찮

을 것 같음”

이처럼실제로콘서트, 뮤지컬등공연을관람하며시

야확보의어려움등불편감을느꼈던소비자들은 UWV

영상 기술이 높은 현장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연을 제

대로 감상하기에 실제 공연보다 UWV 가상공연장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

이 4만원, 5만원을 선택했는데 대부분 실제 콘서트 티켓

가격의절반혹은절반약간이하를기준으로하였다. 이

는 최대지불의사비용에 준거가격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광시야각 가상공연장에 3만원 이하의 지불의향

을 보인 응답자들은 아무리 실제와 같은 현장감을 제공

하더라도실제가아니기때문에UWV 가상공연장의가

치가실제공연보다는낮다고평가하였고, 최대지불가격

도실제공연장의가장안좋은좌석티켓가격보다도저

렴하게 책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연을 더 잘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관람하는 것

만큼의감동은없을것같고, 공연장에서만느낄수있는

열기나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음”

일부응답자들은광시야각가상공연장을실황콘서트

의대체안이아니라다른차원의비즈니스모델이될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광시야각 가상공연

장이 공연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파티처럼다른컨셉으로접근한다면 3-4만원의가치

가 있을 듯”

“자유롭게맥주를마시며시청할수있다면이용할이

용이 있음”

“팬클럽이나지인들끼리함께즐길수있다면더좋을

것 같음”

4.2.3 UWV TV 구매
향후 가정용 UWV TV가 보급되었을 경우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측정해보았다. 시나리오에서 일반

TV를 100만원이라고제시하였는데, UWV TV 최대지불

가격평균은생활환경실험응답자가 2,752,300원, 실험실

환경 실험 응답자가 1,727,400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55인치 UHD TV 3대를 연결하여 UWV

를경험한생활환경실험자들의최대지불의사금액이더

높다는 점은 향후 UWV 영상 기술의 효용을 지각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상황에서의 노출과 경험이 소비자 수

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Living
Environment

Laboratory
Environment

Average 2,752,300 1,727,400

Minimum 1,400,000 0

25% 2,000,000 1,200,000

50% 2,500,000 1,500,000

75% 3,000,000 2,000,000

Maximum 5,000,000 5,000,000

<Table 7> Maximum Payment Amount For UWV TV

긍정적인응답사례로는가정내구재로서의희소성과

광시야각실감영상기술이 TV로적용되어도충분히가

치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TV의 기능보다 새로운 TV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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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V로는 시야가 답답했는데 집에서 매일 보는

TV로 개발된다면 구입해보고 싶음”

“집에서편하게모든영화와스포츠를즐길수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듯”

한편 중간 이하의 가격을 기입한 이유로는 가정 내에

서의 공간과 시청거리, 적정한 가격 등이 언급되었다.

“처음출시되었을때비쌀것같지만보급 1-2년 후에

할인된 비용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음”

“가로로 길어진 TV를 설치하기 위해 큰 집과 시청거

리가필요하니까큰집으로이사간다음에살의향이있

음”

또한 UWV TV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는응답자본인이TV 구매에할당하는예산을기준으로

응답하는경우도있어서각소비자의관습적TV구매가

격을파악하고반영하여가격을책정하는것이요구되며,

더불어 가정 내에서 소비자의 영상 시청 행태를 이해하

는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함의
본연구에서는파노라마실감영상인UWV에대한소

비자의 선호도와 비용지불의사를 알아봄으로써 도입 초

기단계인 UWV 파노라마영상기술이소비자의니즈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향후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 유사한 생활환경과 대형 스크린

으로 구현한 실험실환경을 조성하여 실험한 결과, 소비

자들은기존화면비율인UHD 대비광시야각화면비율

인 UWV를상대적으로더선호하며, UWV 기술에대한

이용의사와비용지불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

로운 점은 3D 등 실감 영상의 이용자 반응을 조사한 기

존연구에서는 실감 영상 시청 시 시각적 불편감(어지러

움, 피로도, 두통등)이높아진다는것을단점으로제시하

는 반면[25, 26], 본 연구에서는 두 실험 환경 모두에서

UHD에 비해 UWV로 시청할 때 더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스크린은 물

론 가정에서 일반 TV를 시청하는 상황에서도 UWV가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며, 실감 영상에 동반되는 불

편감이UWV에서는크게문제시되지않을수있다는점

을보여준다. 본연구를통해파노라마영상기술에대해

소비자의 니즈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UWV 기술이향후상용화된다면소비자가기꺼

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지불의사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과책정이유를살펴본결과, 모든상황에서 UWV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

가적인비용지불의사에 UWV 기술의장점인몰입감, 생

동감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언급되었다. 이때주목

할만한점은대형스크린으로실험을한실험실환경에서

는 UWV 가상공연장에 대한 최대지불금액이 생활환경

보다높게나타났고, 가정과비슷한환경에서가로로 3배

길어진 UWV TV로 실험을 한 생활환경에서는 UWV

TV에 대한 최대지불금액이 실험실환경보다 높게 나타

났다는 점이다. 이는 파노라마 영상에 대한 노출과 경험

이 소비자 수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상용화를

위해서 UWV 영상기술의효용을잘지각할수있는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UWV 영화관과 가상공연장에 대한 지불금

액을 책정할 때 UWV 영상 기술과 부합하는 콘텐츠나

특별한경험이나상황에따라지불금액이달라진다는점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는영상기술의도입초기단계에서영상콘텐

츠 및 미디어의 수용자인 일반 소비자가 파노라마 영상

기술 가운데 하나인 UWV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험

을통해밝힌연구로향후해당기술이적용될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제시하고 이 때 소비자의 최대지불금액과

책정이유를살펴봄으로써시장적용시고려해야할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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