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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의기반과 구속기반
메커니즘의 이원적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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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
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가입 유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틀로는 이용자 만족에 따른 자의기반과 전환장벽에
의한 구속기반 메커니즘의 이원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서비스품질 요
인인 이용요금, 콘텐츠 다양성, 이용용이성을 설정하였고,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용자 만
족, 경제적 전환비용, 절차적 전환비용과 대안매력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데이터는 유료방송에서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366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SPSS25와 AMOS 21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요금, 콘텐츠 다양성, 이용용이성은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 이용요금이 이용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용 용이성이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의기반 메커니즘에서 이용자 만족은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속기반 메커니즘에서 경제적 전환비용과 대안매력도는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적 전환비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VOD 월정액∣영화 VOD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to users’ intention to retain monthly movie
subscription VOD service in the Pay-TV. A dual model of a dedication-based mechanism and
constraint-based mechanism us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ervice subscription
retention.
This study surveyed the total of 366 respondents who aged 15 years or older among the
subscribers who use monthly movie subscription VOD service in Pay-TV from May 8 to May 14,
2018 through online surveys. And the study used SPSS 25 and AMOS 21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ce, the contents diversity and the ease of use were found to affect the user
satisfaction. From three components, the price is the most effective and the ease of use is the
next. Second, user satisfaction were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retain a subscription in the
dedication-based mechanism. Third, procedural switching cost were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retain a subscription in the constraint-base mechanism.
■ keyword :∣Subscription VOD Service∣Movie VO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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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의기반의 메커니즘과 구속기반
의 메커니즘의 이원적 구조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넷플릭스는 미국 유료방송 가구 수의 40%가 넘는 5

영향은 TV다시보기나 영화와 같은 장르별로 다르게 작

천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영화 장르에 초점을

있다[1]. 이러한 성공요인으로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맞추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유료방송 영화 VOD 월

고품질의 영화와 방송 드라마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다

정액 서비스의 대안 서비스로서 넷플릭스가 유료방송

는 점[2]과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3], 다양한 기기호환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가입자의 가입유지의도에 영

성[4] 등이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목해야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할 점은 월정액 방식 Video on Demand 서비스(이하

그동안 국내에서 VOD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단건

VOD 월정액 서비스)모델을 채택하였다는 점[5]이다.

구매 VOD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매요인 측

월정액 서비스는 소비자 측면에서 단건 구매 대비 계획

면에서는 콘텐츠 속성, 영화 배급사의 마케팅, 극장성

적 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6].

과, 이용자의 평가, 이용요금 등이 연구되었다[17-25].

영화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VOD 월정액 서비스(이하

콘텐츠 유통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영화 콘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 사

텐츠를 각 미디어별로 순차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가

업자뿐 아니라, HBO와 같은 전통적인 유료방송 영화

격 차별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창구화 관점에서

채널사업자와[7], 디즈니 같은 콘텐츠 사업자까지 뛰어

연구되었다[19][26][27]. 단건 VOD 이용 행태 측면에

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8]. 넷

서는 가입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28]. VOD

플릭스는 2016년 국내에 상륙하였고[9], 공세적인 마

월정액 서비스에 대하여는 콘텐츠 유통의 일부로 소개

케팅을 전개하면서 방송 산업 내에서 콘텐츠 산업 생태

되거나[28][29], OTT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로 소개되

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

었다[3][30]. 이러한 가운데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의 이

그런데, 국내 최초로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를 출
시한 것은 유료방송사업자이다[11]. 현재 국내 유료방

용 행태 및 지속 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31][32].

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의 부가서비스 형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VOD 월정액 서비

태로 다수의 VOD 월정액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스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VOD 월정액 서비스의 특성에

[12]. 그렇다면, 국내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

기초하여 가입 유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학술적,

스는 넷플릭스로부터 가입자 유지 또는 이탈에 대한 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
서비스 지속 이용은 주로 이용자 만족에 의해 결정된
다[13]. 이용자 만족은 고객이 서비스품질을 어떻게 인
식하는가에 의존한다[14]. 그런데 이용자 가입유지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이용자 만족에 의한 자의기반의 메
커니즘 뿐 아니라 전환장벽에 의한 구속기반의 메커니
즘으로도 설명된다. 자의 기반 메커니즘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때문에 관계 자체를
기꺼이 원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는 욕구인 반면[15], 구
속기반 메커니즘은 기존 서비스에 투자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16].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유료방송 VOD 월정
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도에 대하여 이용자만

II. 문헌연구
1. 가입 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
1.1 이용자 만족과 가입유지의도
고객유지는 서비스 제공사로부터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로 정의된다[33]. 고객 이
탈은 고객이 서비스 가입을 중단하고 지속이용의도가
없을 때의 결과를 의미한다[34]. 고객 이탈은 시장에서
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재의 수익원과 미래의 이윤
창출기반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 고객 창출 및 고
객과의 관계구축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킨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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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이상호·김재범(2016)은 음악 월정액 서비스

셋째, 이용 용이성은 목표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에서 이용자 만족이 가입유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수 있는 정도이다[47]. 양성수 외(2016)는 서비스 용이

치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36]. 존, 자비스, 벨

성에 다양한 접속 기기 지원 여부, 원하는 곡을 찾을 수

맨(Zorn, Jarvis & Bellman, 2010)은 넷플릭스와 같

있는 용이성, 서비스 페이지 이동성을 포함하였다[45].

이 인터넷을 통한 DVD 렌탈 월정액 서비스에서 이용

김미경·안재현·박창희(2009)는 단건 VOD 구매의도에

자 만족에 대한 태도 측정을 통해 해지율을 예측 가능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이용 편리성이 이용요금이나

하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37].

콘텐츠 다양성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17].

1.2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
이용자 만족은 고객이 서비스품질을 어떻게 인식하

1.3 전환비용과 가입유지의도

는가에 의존한다[38]. 남, 맨챈다, 그리고 친타군타

전환비용은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Nam, Manchanda, & Chintagunta, 2007)는 VOD

서비스를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의 제품 및 서비스 선택

서비스에서 서비스품질이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친

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48]. 전환비용은 소

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39].

비자가 다른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

유료 영상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는 이용요금, 콘텐츠 요인, 이용용이성이 있다[32].

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한다[49].
전환비용이 상당하거나, 전환 절차가 매우 번잡스러

첫째, 이용요금은 경제성 측면의 품질요인으로 표현

울 때, 불만족한 고객은 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현재의

된다[40]. 신동명·김보영(2014)의 연구에서 음악 스트

서비스 제공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50].

리밍 서비스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수록 서비스

전환비용은 상품에서보다 서비스 전환에서 더욱 커지

에 대한 효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 유지훈·박주

게 되는데, 이는 무형성을 가진 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연(2018)은 넷플릭스 이용자의 전반적인 요금제 만족

심리적인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51]. 윤보섭·이재홍·엄

에서 비용 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실증

기홍·윤동훈(2013)은 문화서비스를 대상으로 전환비용

연구를 통해 밝혔다[32].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

둘째, 콘텐츠 요인은 콘텐츠 다양성으로 설명된다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52].

[42]. 콘텐츠 다양성은 ‘개인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콘

번햄 등(Burnham et al., 2003)은 전환비용을 절차

텐츠를 찾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43]. 유지훈· 박

적 비용, 경제적 비용 등으로 분류하였다[48]. 절차적

주연(2018)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다양성이 콘텐츠 만

비용은 고객의 시간과 노력에 관련된 경제적 위험비용,

족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평가비용, 학습비용, 초기설정 비용을 포함하며, 경제적

밝혔다[32].

비용은 금전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로 혜택 손실과

신민수·김성희·조철희(2011)는

차세대

IPTV 서비스의 콘텐츠 특성으로 콘텐츠 다양성이 가장

금전적 손실 비용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으로 밝혔다[44]. 양성수·김인호·정철 (2016)

경제적 비용이 높으면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려고 노

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수용 요인 중 상품 다양성을 최

력을 하지 않게 되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할

신앨범 업데이트의 신속성, 부가콘텐츠 정보의 다양성,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혜택 자체가 전환장벽이 되며

음악 상품권의 다양성으로 정의하였고, 디지털 음악 콘

자연스럽게 재구매의도를 갖게 된다[52]. 신용카드 서

텐츠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비스 용이성

비스의 경우,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할인

을 중요시하고, 음악 사이트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상품

을 해주는 혜택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45]. VOD 월정액 서비스

하며, 쉽게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한다[53].

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

절차적 비용의 예로, 쇼핑 사이트의 경우 새롭게 멤

공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의 콘텐츠를 제공한다[46].

버십 가입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이트 디자인에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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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H3: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이

설치 및 학습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용 용이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인하여 고객들은 쇼핑 사이트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이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하고자 할 것이다[54].

H4: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만
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 가입유지의도에

1.4 대안매력도와 가입유지의도
대안매력도는 현재 서비스 제공자의 대안이 되는 대
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고객의 인지라고 정의된다
[55]. 대안매력도는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제공자의 명
성이나 이미지, 서비스품질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
를 의미한다[56].
이용자가 서비스 전환의도가 있어도 대안이 없어 서
비스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57]. 대안의 공급자
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불만족
스러운 고객들은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고,
기존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일지라도 더 나은 만족결과
를 얻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전환할 수 있다[58]. 이
와 같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안매력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경
제적 전환비용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가입유지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절
차적 전환비용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가입유지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대
안매력도를 크다고 인식할수록 가입유지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도에 관한 영향을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는 소비자의 전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55].
앤더슨과 나루스(Anderson, & Narus, 1998)는 현
재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이용요금의 차이에서 대
안 서비스의 가치와 대안 이용요금의 차이를 뺀 차이만
큼을 현재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기로 보았다[59].

III.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과 연구모형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림 1. 연구모형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이
용요금을 낮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콘
텐츠 다양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표집과 조사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하기 위하여 전
국의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1만2천원부터 1만5천
원 사이의 요금을 가진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
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들이다. 조사는 2018년 5월 8
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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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조사 전문회사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표본의 수는 366명으로 이상 결측 데이터 없
이 전체 데이터를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366명 중에서 성별의 분포를 보면 남성이 42.1%, 여성
이 57.9%이었고, 연령은 평균 34.8세이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38.5%로 가장 높고, 직업은 회사원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0~500만원 사이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비중은
78.4%로 선행연구에서 76.7%(조신 김희선, 2015)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유료방송 VOD 이용자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지 시 대안으로 가장 선택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유료방송 내에서 다른 VOD서
비스 121건(33.1%) 이동통신사의 VOD 서비스 111건
(30.3%), OTT 방식 월정액 서비스가 76건(20.8%), 그

정의

측정 문항

M

⦁현재 서비스를 해지하고 대안 서비스를 찾을 경
우에 소요될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여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의 가입을 유지하고 싶다
⦁현재 가입한 서비스 대신 이용하고 싶은 다른 영
대안
화 VOD 서비스가 있다
3.007
매력도 ⦁현재 가입한 서비스 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영화 VOD서비스가 있다
가입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를 앞으로도 이용할 의사가
3.399
유지
있다
의도 ⦁가능하다면 현재 서비스 사용을 계속할 것이다

SD

0.752

0.695

4.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AMOS 21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
델의 적합도 검사를 거쳐 모수치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
이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첫째,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집중타당성 분석
을

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MIN/DF=221.373/142(p<.001)로 기준치인 2 대비

외 대안이 58건(15.8%)으로 나타났다.

작고,

3.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NFI=0.945, IFI=0.98로 기준치인 0.9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인과 그에 관한 조작적 정
의와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이용
요금
콘텐츠
다양성
이용
용이성
이용자
만족
경제적
전환
비용

측정 문항

⦁내가 이용하는 콘텐츠 편수를 고려할 때 이용요
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제공되는 콘텐츠 편수를 고려할 때 이용요
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요금제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극장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가 제공되는 편이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골고루 제공되는 편이다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가 제공되는 편이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현재 가입된 서비스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가입된 서비스는 유익하다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서비스 약정 기간이 남아
있어 가입한 서비스를 해지하기 어렵다
⦁다른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 가입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해지하기 어렵다

기준치인

0.05이하이며,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MC)은 이용 용이성 1을 제외
하고 모두 0.4 이상의 값을 가져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표 1.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기술통계량
정의

RMR=0.032로

GFI=0.942 AGFI=0.915, CFI=0.979, RMSEA=0.039,

M

SD

3.063

0.780

나타났다.
표 2. 집중타당성 분석
경로

3.276

0.744

3.676

0.633

3.348

3.410

⦁가입한 서비스를 해지하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
절차적
에 서비스를 해지하기 어렵다
전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가입하여 설정하고 새로 2.961
비용
이용 방법을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되어 서비스를 해지하기 어렵다

0.642

0.927

1.075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Sig)

이용요금

→

이용요금3

0.734

-

-

이용요금

→

이용요금2

0.841

0.081

14.971***

이용요금

→

이용요금1

0.85

0.075

15.064***

대안
매력도

→

대안매력도1

0.741

-

-

대안
매력도

→

대안매력도2

1.003

0.21

6.348***

경제적
전환비용

→

경제적
전환비용2

0.875

-

경제적
전환비용

→

경제적
전환비용1

0.649

0.117

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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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전환비용

→

절차적
전환비용3

0.788

-

-

절차적
전환비용

→

절차적
전환비용2

0.821

0.069

16.131***

절차적
전환비용

→

절차적
전환비용1

0.875

0.067

16.752***

만족도

→

만족1

0.803

-

만족도

→

만족2

0.86

0.06

18.578***

만족도

→

만족3

0.833

0.055

17.81***

콘텐츠
다양성

→

콘텐츠
다양성3

0.791

콘텐츠
다양성

→

콘텐츠
다양성2

0.803

0.063

15.354***

콘텐츠
다양성

→

콘텐츠
다양성1

0.777

0.068

14.857***

이용용의성

→

이용용의성2

0.828

0.163

8.854***

이용용의성

→

이용용의성1

0.605

-

-

가입유지의도

→

가입유지의도1

0.902

-

-

가입유지의도

→

가입유지의도2

0.892

절차
적전
0.14 0.16 0.01 0.41
1
환비
용
대안
매력 0.16 0.12 0.04 0.17 0.28
도

0.672 0.171

1

0.821 0.078

만족
0.69 0.75 0.65 0.15 0.18 0.14
도

1

가입
유지 0.54 0.58 0.52 0.18 0.23 0.09 0.82
의도

0.780 0.558
1

0.855 0.674

5. 가설 검증 결과

0.051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의
각 요인들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요금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콘텐츠다양성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21.348***

CMIN/DF=244.381/157(p<.000), RMR=0.054, GFI=0.936
AGFI=0.915, CFI=0.977, RMSEA=0.039, NFI=0.939, IFI=0.977

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용용의성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게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용자만족이 가입유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둘째,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간
상관(Φ)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제곱근 AVE값이 상
관관계 계수 ϕ2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척도는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 타당성에

게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경제적 전환비용이 가입유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절차적전환비용이 가입유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게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대안매력도가 가입유지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7은 기각되었다.

표 3. 판별 타당성 분석
콘텐
경제 절차
이용
대안
가입
이용 츠
적
만족
적
용의
매력
유지 AVE
요금 다양
도
전환 전환
성
도
의도
성
비용 비용
이용
요금

1

콘텐
츠다 0.59 1
양성
이용
용의 0.45 0.67 1
성
경제
적전
0.08 0.16 0.09
환비
용

0.711

ϕ2

경로

-

0.710 0.353

0.642 0.448

1

표 4. 가설검증 결과

0.617 0.026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Sig)

채택
여부

H1

이용
요금

→

만족도

0.364

0.059

6.189***

채택

H2

콘텐츠
다양성

→

만족도

0.373

0.073

4.838***

채택

H3

이용용
의성

→

만족도

0.228

0.099

3.289**

채택

H4

만족도

→

가입유지의
0.808
도

0.059

14.981***

채택

H5

경제적
전환비용

→

가입유지의
0.052
도

0.045

1.016

기각

H6

절차적
전환비용

→

가입유지의
0.097
도

0.043

1.977*

채택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의기반과 구속기반 메커니즘의 이원적 모형을 중심으로

H7

대안
매력도

→

가입유지의
-0.06
도

0.043

-1.4

기각

*p<.05 **p<.01 ***p<.001

실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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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월정액 서비스의 가입유
지의도에는 단순한 만족 뿐 아니라 구속기반의 메커니
즘이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과 가입 유지 메커니즘이 단건 구매 서비스 구매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이용요금, 콘텐츠 다양성, 이
용용이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후속 연구
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용자 만족의 평균점수는 3.348
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용요금은 서비스

그림 2. 실증모형 분석결과

품질 가운데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용자 만
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는 OTT 월정액 서비스보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객유지의 이원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유
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유지의
도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요금과 콘텐츠 다양성, 이용 용이성은 이용
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용이성은 이용자 만족에 가장 높은 큰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자의기반 메커니즘에서 이용자만족은 가입유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속기반 메커니즘에는 경제적 전환비용과 대
안매력도는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
면 절차적 전환비용만이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의기반과 구속기반의 서비스 가입
유지의 이원적 모형을 VOD 월정액에 적용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결과, 이용자 만족과 절차적 전환비
용이 이용자의 가입 유지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높은 가격대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이용자
간 요금을 분담하여 이용하거나 동시 이용가능한 스크
린 수에 따른 차등적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료방송 VOD 월정액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
둘째, 경제적 전환비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경제적 전환비용 평균점수가 3.41로 높게 나타난 점과
배치되어 보일 수도 있다. 이는 경제적 전환비용의 표
준편차가 .927로 이용자별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
다다. 이는 현재 유료방송 영화 VOD 월정액 서비스 이
용자가 가질 수 있는 관계혜택이 일부 이용자에 국한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료방송 VOD 월
정액 서비스에서 약정할인과 같은 할인제도를 이용하
는 고객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안매력도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용자의 최우선 대안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로 OTT서비
스는 2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대안매력도가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유료방송이 대안 서비스에 대한 경쟁보
다는 자체적인 서비스 품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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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의미한다.

and Logistics and Informatics (SOLI), 2010
IEEE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용자 만족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서 한
계를 가진다. 이는 본 연구가 서비스 가입자의 가입유
지의에 관한 이원적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입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자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요인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아니라, 영화 소비 관
여도, 지불의향 등 요소들이 있다. 가입유지의도에 이용
자 특성을 포함한다면 어떤 고객은 가입을 유지하고 어
떤 고객은 해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성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
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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