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 사용자 저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 Resistance to IPTV

김문선(Moon-Sun Kim)
*
, 김 정(Hyeon-jeong Kim)

**
,

김문오(Moon-Oh Kim)
***
, 김효진(Hyo-Jin Kim)

****

   록

큰 기 를 가지고 출범한 IPTV 서비스는 은 가입자 수와 콘텐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IPTV에 한 연구는 아직 기단계이며 부분의 선행연구 역시 IPTV가 어떻

게 수용되고 확산될 것인가에만 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PTV 서비스를 수용하

지 않으려는 경향을 사용자 항으로 정의하고,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신특

성과 사용자특성, 서비스 특성으로 추출 분석하여 바람직한 IPTV의 활성화를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상  이 , 복잡성, 기존제품에 한 태도, 콘텐츠, 비용, 

신성이 IPTV 사용자 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PTV 수용에 

한 연구가 부분이며, IPTV 사용자 항에 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정 인 요인들

도 같이 고려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IPTV Service was launched with great expectation, but it is having difficulty due to 

the low number of subscribers and contents. In addition, the study of IPTV is still in its 

infancy and most of previous studies are only focused how IPTV is adopted and spread. 

In this study, we defined that resistance is the users not tend to accept IPTV service, 

and analyzed factors affecting resistance which are Innovative characteristics, User 

characteristics, Service characteristics and proposed implications for IPTV service vitali-

zation. The results that relative advantage, complexity, attitude of an existing product, 

contents, cost, innovativene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resistance to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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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PTV는 Internet Protocol을 이용해서 다채

 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1]. 기존 유선 방송, 성 방송과 

비교했을 때 IPTV는 VOD기능을 통해 원하

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으며, 방향성의 특징을 가진다. 재 

KT, LG 데이콤, SK 로드밴드가 IPTV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 지상  서비

스가 제공되면서 IPTV 시장은 본격 인 성

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국내 방송통신산업은 

재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선 화 시

장이 축소되고 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와 이

동 화 서비스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입자 

수가 정체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

존 방송통신업계의 침체를 타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IPTV를 집  육성한다는 방침

을 밝혔고, 련 업계에서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의 총아”라고 선 하는 등 IPTV는 본격

인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새로운 거  시장

을 창출할 것으로 기 를 모았다. 한 IPTV 

가입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망 으며 

이로 인해 고화질 TV, 셋톱박스, IPTV 용 

상콘텐츠, 부가서비스 수요 증  등 방송통

신업계 반에 상당한 매출증  효과도 있을 

것이란 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게 큰 기 를 가지고 출범한 

IPTV 서비스는 은 가입자 수와 콘텐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6월 실시간 

IPTV 서비스 가입자는 41만 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IPTV 3사가 2009년 가

입자 목표치로 224만 명을 제시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IPTV 서비스 제공업자

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해서 결합 상품 할

인을 제공함으로써 IPTV는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기 해 보조 을 받는 결합 상품 할

인을 한 도구로 락했다. 한 2009년 3월 

한국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KCUA)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IPTV 가입자들은 높은 이용

요 과 콘텐츠 부족, 속도, 서비스 이용의 복

잡성과 불편성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IPTV 수용을 회피하는 원인

이 되고 있다. 

IPTV에 한 연구는 아직 기단계에 있

다. 게다가 부분의 선행연구는 IPTV의 수

용과 확산에만 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Ram의 신 항이론에 근거해서 IPTV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사용자 

항으로 정의하고 기존 연구에서 언 된 

향요인을 크게 신특성과 사용자특성, 서비

스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국내 IPTV 서비

스의 경우에서 재확인하고, 바람직한 IPTV

의 활성화를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연구 가설

2.1 신 항

새로운 기술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들

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항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항이 어느 정도 극복된 후에야 

리 보 ,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

술의 수용이나 확산에 한 연구 이 에 신 

항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항(resistance)은 이  상태를 변경시키는 

압력에서부터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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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항으로 보아 신을 수용하지 않으

려는 것을 말한다[28]. Ram[21]은 재 상태

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태를 말

하며 변화에 의한 감이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항은 신수용자일지라도 이용 과정

에서 사용 거부나 부정 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용의 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수용 과정에 있어 신기술과 그

로 인한 변화에 해 사용자가 취하는 부정

인 태도  행 로 해석할 수 있다. 

Sheth[27]는 신 확산이나 수용 시에 반드

시 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 하면서 신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생활 습

(habit toward existing bias)과 지각된 

험(perceived risk)을 제시하 으며, 이 2가지 

요인의 강약에 따라 신 항을 습 신 항, 

험 신 항, 비 신 항, 습 - 의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즉, 신이 기존의 

생활습 과 많은 차이가 있거나 신에 따른 

부정 인 결과나 성과의 불확실성, 지각된 부

작용 등이 크다고 느낄 때 항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Ram[21]은 기존 신 련 연구들이 시장에

서 성공 으로 수용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

고 있기에 신의 실패 가능성을 등한시 한다

고 하 으며, 항이 극복될 때 수용이 일어

난다고 주장하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신제

품에 있어서 신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크게 신특성, 소비자 특성, 진 특성

으로 보았다. 신특성과 사용자 특성은 Rogers 

[22]의 확산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신특성

은 상  이 (relative advantage), 합성

(compatibility), 지각된 험(perceived risk), 

복잡성(complexity), 신의 채택을 억제하는 

효과(inhibitory effect on adoption of profit-

able) 등 5가지와 소비자 독립 인 신 특성

인 시용성(triability), 다양성(diversity), 의사

소통성(communicability), 복귀성(reversibility), 

실 가능성(realization) 등 5가지가 있다. 

소비자 특성은 크게 지각, 동기 부여 정도, 

성격, 과거 경험과 같은 심리  변수와 나이, 

교육, 소득 등 인구통계학 인 변수로 구분하

여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보  경로 특성은 소비자의 

항을 이는데 있어 고와 경품, 구  같은 

마  주도형  메커니즘이 요한 역할

을 하며, 고에서 달자의 신뢰성, 내용의 

명확성, 달자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

항이 낮아진다고 하 다. 

유필화, 이승희[3]는 Ram[21]이 제시한 모델

의 문제 을 수정, 개선한 모형을 제시하 다. 

그들은 보  경로 특성을 신확산시의 장애

요인으로 보아 이를 배제시켰으며, 사용자 

항은 실제 수용과정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이를 반 시킨 모형을 제시하 다. 한 

신 항에 거시 으로 향을 미치는 환경요

인이 단순화 되어 있다고 지 하면서 이를 상

황 , 사회 , 문화  요인으로 구체화시켰다. 

이왕돈 외[5]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 항

이론을 근거로 하여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있어서의 사용자 항 요인을 밝히고자 하

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기 , 지각가치, 지

각된 유용성과 보편성, 복잡성 등이 지각 

험과 사용자 태도를 경유하여 사용자 항에 

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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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가설의 설정

2.2.1 신 특성 요인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의 신이 소비

자에게 수용되기 해서는 상 인 이 을 가

지거나 유용함이 지각되어야 한다. Ram[21]

은 상  이 은 “잠재  수용자가 신(신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제품의 효능, 사용상

의 편리성, 외형, 가격, 보증 등에서 얼마나 좋

은지를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즉,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기존의 기술보다 신을 훨씬 뛰어난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3].

Schiffman and Kanuk[26]는 신 제품이 기

존제품보다 매력이 없을 경우 소비자들의 

신 항이 일어남을 지 하면서, 상  이

이 낮을수록 신에 한 항이 크다고 주장

하 다. 한, 조병학, 이상식[9]은 인터넷 특

성으로써의 사용자가 느끼는 인터넷 상거래

의 상  이 이 사용자 항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실증하 으며, 송선옥[2]의 연구

에서는 기존의 통 인 업무방식에 비해 

신단 가 가지는 상  이 을 지각하는 무

역업체일수록 무역 e-Marketplace에 한 

신 항이 낮음을 확인하 다. 

IPTV 수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성/ 이블 

방송에 비해 신단 가 가지는 상  이

을 지각하는 사용자일수록 IPTV 서비스에 

한 신 항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상  이 은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요한 신특성 

의 하나인 합성은 “ 신이 기존의 가치, 과

거의 경험, 수용자의 욕구에 합하다고 지각

되는 정도”로 정의된다[21, 23]. 다시말해 소

비자는 신이 자신에게 합하지 않다고 느

끼게 되면 항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Ram은 

사용자에게 합하지 않은 신은 사용자로 하

여  항을 높인다고 주장하 으며, Holak[15]

은 합성이 신수용과 련하여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 다. 

이에 IPTV 수용에 있어서 IPTV 서비스가 

수용자의 욕구에 합하다고 지각될수록 IPTV 

서비스에 한 신 항이 낮아질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가설 2： 합성은 IPTV 사용자 항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Roger[24]의 신확산 이론에 의하면, 신

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신의 수용은 지연

되거나 항을 가져온다고 하 고, Ram[21]

은 신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신에 한 

항이 크다고 주장하 다. 즉, 복잡성이란 “

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상 으로 어렵

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23]. 이는 

Davis[13]의 기술 수용모델(Technology Ac-

ceptance Model：TAM)의 사용의 용이성

(Ease of Use)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소비

자가 신을 수용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PTV 서비스 사용에 있어 어렵고 복잡하다

고 지각되는 사용자일수록 IPTV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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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 항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복잡성은 IPTV 사용자 항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2 사용자 특성 요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특정 목

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련의 조치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에 한 믿음이나 자신감으로 정의된다[11, 12].

사회인지 이론에 기 한 개념인 자기효능감

은 Bandura에 의해 최 로 제시되었으며, 

Hysong and Miguel[16]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신이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용

자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 으며, 자기효능감이 정보시스템 분

야에 도입되면서 최근 국내 신 정보기술 분

야의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신의 성과나 혹은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지각

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더 좋은 안

이 있어도 자신이 운 할 수 있는 안을 선

택함으로써 불안감을 최소화하게 된다. 따라

서 제품의 사용자들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따라 신 항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기술제품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크다

[7,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TV와 같은 신제

품이나 서비스 사용자들의 지각된 자기효능

감에 따라 IPTV에 한 신 항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단되는 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4：자기효능감은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의사결정  행 에 요한 

향을 미치는 신성은 “특정 개인이 사회

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 앞서 

신을 채택하는 정도”로 정의된다[23]. Agar-

wal and Prasad[10]는 신정보기술 분야에

서 개인의 신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

해 보려는 개인의 경향이나 태도’라 하 고, 

일반 으로 개인의 신 기술  정보시스템 

수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신 제품  서비스를 남

들보다 먼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사용자일

수록 IPTV 서비스에 한 신 항이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 신성은 IPTV 사용자 항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태도란 잠재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감정으로 정의된다. Sales and Mirivis 

[24]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실행에 있어

서 소비자들의 변화에 한 일 인 수용의 

태도가 사용자들의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가진 이용자들은 IPTV 서비스

에 해서도 부정 인 태도를 갖고 항할 것

으로 단된다. 기존제품에 한 태도는 사용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한 신제품의 

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존 제품에 한 사

용자들의 태도가 정 , 호의 , 확고할수록 

신에 한 항이 높다고 할 수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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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TV 서비스와 유사

한 성/ 이블 방송 서비스를 기존 제품으

로 간주하고 이를 상으로 기존제품에 한 

태도를 측정하 다. 사용자가 성/ 이블 방

송 서비스에 하여 만족하거나 호의 인 태

도를 갖고 있다면 IPTV 서비스에 한 항

이 크다고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고 한다.

가설 6：기존제품에 한 태도는 IPTV 사용

자 항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2.2.3 서비스 특성 요인

조남재, 효재[8]의 인터넷 콘텐츠 정보품

질에 한 연구에서는 콘텐츠 품질을 콘텐츠

에 한 사용자 요구로 보았다. 한 Hendrik, 

Knoche[14]은 모바일 콘텐츠가 인기가 있거

나 개인의 성향에 맞을수록 사용빈도가 높아

지는 것을 발견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선택의 수, 다

양성, 최신성, 내용 충실성으로 정의하고 콘

텐츠와 IPTV 사용자 항에 계를 보고자 

하 다. 

가설 7：콘텐츠는 IPTV 사용자 항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비용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

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26]. Zeithaml 

[29]은 인지된 비용을 제품을 사용하기 해 

사용자가 지불한 , 정신  비용의 합이

라고 하 다. 윤승욱[4]의 IPTV 수용 결정 

요인에 한 연구에 따르면 비용이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인지된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IPTV 사용자가 느끼는 항이 크다고 단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8：인지된 비용은 IPTV 사용자 항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신뢰를 정의한 많은 연구들에서 서비스 제

공업체에 한 신뢰는 제공업체의 역량, 정직

성, 선량성 측면에 한 고객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18]. Liu et al.[17], Pavlou[20]에 의

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한 고객의 신뢰가 

신뢰자의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IPTV를 제공하는 

업체에 한 신뢰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신

항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9：IPTV 사업자에 한 신뢰는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 으며, IPTV 

서비스의 잠재고객을 상으로 오 라인 방

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 다. 

본 설문조사는 2009년 5월 17일부터 2009

년 6월 16일까지 약 한달 간 수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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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개념 조작  정의 출처

상  이 신제품의 효능, 편리성, 가격 등이 기존제품보다 우월한 정도 Ram(1987), 송선옥(2005)

합성
기존의 가치나 과거경험  사용자의 요구와 일치성이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
Ram(1987), 송선옥(2005)

복잡성
IPTV 서비스의 기능에 한 이해의 어려움과 사용상 

어려움의 정도

Ram(1987), Roger(1983), 

Ashesh and Wayne(2001)

자기 효능감 IPTV 서비스를 성공 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Bandura(1977), 

이종호 등(2002)

신성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기술을 추구하는 정도
Roger(1995), 

Agarwal et al.(1997)

기존제품에 

한 태도

소비자가 기존제품에 하여 만족스럽거나 호의 인 태도의 

정도
Ram(1987), 송선옥(2005)

콘텐츠
IPTV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련하여 그 선택의 수, 

다양성, 최신성, 내용 충실성을 의미 

한상린 외(2001), 김문구 

외(2002), WINC(2002)

인지된 비용
제품을 사용하기 하여 지불한 인 비용과 정신 인 

비용의 합

Zeithaml(1988), Teas and 

Agarwal(2000)

신뢰
IPTV 사업자의 역량, 정직성, 선량성 측면에 한 고객 

믿음의 정도

Suh, Han(2003), Koufaris, 

Hampton-Sosa(2004)

항 수용과 기각, 그리고 수정행동을 취하게 되는 정도 Ram(1987)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항 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2 49%

여성 105 51%

계 2207 100%

연령별

20 170 82%

30 32 16%

40  이상 5 2%

계 207 100%

학력별

고졸(재학) 5 25

졸(재학) 149 72%

학원졸(재학) 53 26%

계 207 100%

직업별

학생 173 83%

회사원 22 11%

기타 12 6%

계 207 100%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7부이며, 이  불성실

한 응답을 한 10부를 제외한 총 207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

과 같으며, SPSS 12.0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을 실시하 다.

3.2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변수들은 선행 연

구들에서 신뢰성과 유효성이 실증된 측정 도

구들을 사용하 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모든 변수들

은 Likert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

며, <표 2>는 이들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출

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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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설 검증 결과

<표 3> 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채택

여부

상  이 -0.158 -2.097 0.337
* 채택

합성 0.028 0.387 0.699 기각

복잡성 0.241 3.438 0.001
** 채택

자기 효능감 -0.011 -0.133 0.895 기각

신성 0.152 2.019 0.045
* 채택

기존제품에 

한 태도
0.150 2.199 0.029* 채택

콘텐츠 -0.190 -2.444 0.015* 채택

인지된 비용 0.205 3.045 0.003** 채택

신뢰 -0.014 -0.202 0.840 기각

주) 
*
 p < 0.05, 

**
 p < 0.01.

4. 실증분석

4.1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측정 모형에 한 검증에 앞서 

측정한 설문 문항들이 의도한 개념을 잘 반

하여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기 해 타당

성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을 이용하여 배리맥스(Verimax) 방법을 실시

하 다. 한 요인 수 결정기 으로 고유치

(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 고 

요인 재량은 0.5로 채택하 다. 

요인분석 결과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재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정항목(

신성 1항목)을 제거한 결과 묶여진 요인들의 

재량이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인 설문의 신뢰성 

측정은 Cronbach’s α값에 하여 0.6을 기

으로 단하 으며[19], 모든 변수의 신뢰성

이 0.6이상으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구가설의 검증

IPTV에 한 사용자의 항요인에 한 가

설 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는 <그림 1>과 <표 3>과 같다. 

첫째, 신 특성 요인과 련된 가설에서, 상

 이 은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t = -2.097, p < 

0.05)과 복잡성은 IPTV 사용자 항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t = 3.438, p 

< 0.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합성은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t = 0.387, not 

significant)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자 특성 요인과 련된 가설에

서, 기존제품에 한 태도는 IPTV 사용자 

항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 

(t = 2.199, p < 0.05)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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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 4(t = -0.133, not significant)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은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t = 2.019, p < 0.05)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특성 요인과 련된 가설에서, 

콘텐츠는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t = -2.444, p < 0.05)

과 인지된 비용은 IPTV 사용자 항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t = 3.045, p 

< 0.01)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IPTV 사업자에 한 신뢰는 IPTV 

사용자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9(t = -0.202, not significant)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IPTV 서비스는 TV와 인터넷이 융합된 서

비스로써 TV 시청  인터넷 검색․ 화감

상․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 실시간 방

송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상되었으나, 가입자 수는 상

에 못 미치고 있으며 IPTV 련 민원 수

는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의 측면이 아니라 사용자 항의 측

면에서 IPTV 수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조

사하기 해서, 신 항이론에 근거하여 연

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 검증 결과, IPTV 사

용자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  

이 , 복잡성, 기존제품에 한 태도, 콘텐츠, 

비용은 모두 유의한 결과 값을 보여 주었으

며, 신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신성과 수용

은 정(+)의 계를 가진다는 실증 결과를 바

탕으로, 수용과 반 되는 항에는 부(-)의 

계를 가질 것으로 상하 으나,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성이 높

은 사용자일수록 정보기술을 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새로운 정보기술이 기 에 

못 미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

른 신 수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항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IPTV 사용자 항에 한 요인들  

합성, 자기효능감, 사업자에 한 신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이 사

용자 항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IPTV 서비스가 TV나 컴퓨터/인

터넷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사용자들은 

IPTV 서비스를 유사한 매체로 인식하기보다

는 새로운 매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 이재신, 이민 [6]의 연구

에서는 IPTV 유용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 사

이의 부 인 계를 보여  것처럼 컴퓨터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용자일수록 항은 작을 

것이라고 상했는데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

어 자신감이 있기에 IPTV 이용에도 크게 문

제가 없거나 혹은 굳이 사용할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 할 수 있어 IPTV 사용자 항에 

있어 요한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에 한 신뢰가 사용자 항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IPTV 서비스 제공업체가 KT, SK, LG 등 

기업이고 기존에 이러한 기업에 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IPTV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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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PTV 련 연구들이 주로 IPTV 수용에 

한 연구인 것에 반해 본 연구는 IPTV에 사

용자 항에 을 맞추고 있으며 IPTV 수

용에 있어 부정 인 요인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는 수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으로써 IPTV 서비스 제공업체

에게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한 기존 

사용자 항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콘

텐츠, 비용, 신뢰 등 서비스 특성 요인을 외

부 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향력을 검증하

다는데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IPTV 서

비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항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잡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용, 콘텐츠, 기존제품에 한 태

도, 상  이 , 신성 순으로 나타났다. 복

잡성이 IPTV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 

항요인이라는 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컨

버 스 제품이 많이 나오는  시 에서 의

미가 있다. IPTV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법

이나 리모컨 등이 기존 방송 서비스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어느 구나 쉽게 이용

하기 해서는 간편한 조작법이나 리모컨 등

이 필요할 것이다. 

IPTV 서비스의 이용을 해서는 월 이용료

나 콘텐츠 이용료 등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

출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합리 인 비용

의 책정은 IPTV를 유용한 매체로 인식시키

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콘텐츠

의 측면에서는 양방향성이라는 IPTV의 특성

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야말로 새로운 사용자

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 의 요인이 될 것이

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생산

해내는 것은, IPTV 서비스 산업의 발 을 가

져올 뿐만 아니라, 방송 산업 체의 활성화

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인구통계학 으로 연구의 표본 다

수가 20 와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한 편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재의 결과를 일반화 시켜 생각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와 

직업군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

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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