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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사용다양성과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민정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A Study on the factors on use diversity or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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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지상파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의 6가지 
속성별 만족도(콘텐츠 다양성, 화질, 재생품질, 부가서비스, 이용편리성, 데이터소모량)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사용
다양성과 사용정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지상파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 재생품질 만족도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가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사용정도, IPTV, DMB, 지상파 방송 콘텐츠, 속성별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influence use diversity or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This study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raw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use diversity or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PTV membership status, DMB watching 
status, and TV contents broadcasting status affect the use diversity of mobile video services. Second, TV 
contents broadcasting status and video streaming quality affect the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that TV contents broadcasting is a core element in mobile video services. The 
future research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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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 인 TV 심이었던  세계 미디어 지형은 

Netflix, Hulu, Youtube 등 주요 인터넷 동 상 서비스들

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터넷 동 상 서비스로 차 변

화해가고 있다. 인포마 텔 콤 & 미디어(In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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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s & Media)는 인터넷 동 상 서비스 시장규모

가 2012년 102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70억 달러에 이

르고 TV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동 상 매출도 2017

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망했다[1]. 이러한 인터넷 

동 상 사업자들은 과거 PC와 노트북 기반의 인터넷 동

상 서비스를 제공하 지만 모바일의 기술  진화 덕택

에 자사의 인터넷 동 상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출시하기 

시작하 고 재 모바일을 통한 동 상 시청 행태가 증

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들은  세계 으로 나타나고 있

다[2].

국내에서 2013년 5월 시행한 모바일 미디어 소비자 정

량조사[3]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 2326명  방

송/ 상 시청시 TV를 통한 시청이 61.9%로 아직 압도

이지만 스마트폰 20.5%, PC/노트북 16.4% 등 모바일 기

기의 비 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 TV시청을 한 2
nd기

기로서의 스마트폰의 비 은 59.8%에 달할 정도로 의존

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이 통  TV를 보완하

는 역할로서의 요도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실 TV보다 손안의 TV를 즐겨쓰는 모바일족이 증함

에 따라 국내의 IT 기업들도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경

쟁 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DMB처럼 무료로 동 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요  는 월정액 

등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로 제한한다. 표 인 모바

일 동 상 서비스인 Youtube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6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국내에서 개발한 

모바일 동 상 서비스로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블 TV 방송사

가 제공하는 TVing, 지상  공동 모바일 TV인 pooq, 네

이버 TV 캐스트 같은 형포탈사이트의 웹TV, 실시간 

방송 주의 아 리카 TV 등이 있다. 이  통신사가 제공

하는 모바일 IPTV의 유료가입자는 총 500만명에 달하며 

TVing, pooq까지 포함하면 모바일 TV족은 600만이 넘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그러나 2011년부터 출시한 

모바일 IPTV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동 상 유료가입

자가 600만명이라는 사실은 거실 TV에서 손안의 TV로 

TV 사용 행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

히 무료로 제공되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주로 국

내 시장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 듯 유료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활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업계 계자는 세가

지로 정리하 다[6]. 첫째, 여 히 공짜 DMB가 있기 때

문에 스마트폰은 동 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둘째, 무료 제공 데이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용량인 동 상 서비스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셋째, 동 상 콘텐츠는 아직까지 불법 다운로

드가 많아 유료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모두 요 에 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게 볼 때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을 이해하기 

해서는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사용행태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

성과 사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모바일 동 상 서비스는 동 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TV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다시 모바일로 

미디어의 기술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 미디어

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용성에 한 연구는 이용충족(use and gratification) 

이론의 근방법을 용해왔다[7]. 즉 다양한 미디어 분

야에서 이용충족에 한 이론  연구들은 TV[8,9], 인터

넷[10,11], 그리고 모바일[12]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매체

의 이용 동기에 해 고찰하 다. 그러므로 하나의 서비

스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제공될 때 이용 동기는 기존 이

용 동기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매체의 이용 동기들을 

포 하는 방식으로 동기 목록이 확장될 수 있다. 를들

어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은 기존 TV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인 시간보내기, 오락, 정보추구[9]에 모바일의 이용

동기[12]인 이동성, 즉시성, 도구성을 포함하여 종합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향[13]은 모바일 방송(DMB)의 

이용 동기에 한 연구에서 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

는데 모바일 방송의 이용 동기는 기존의 방송매체 이

용 동기에 이동성과 개인성, 휴 성이 추가되어야 한다

는 을 강조하 다. 성동규와 임성원[14]은 성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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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한 이용 동기를 도구  지식추구, 다채  근

추구, 경제  근추구, 유희  오락추구, 휴  근추

구, 보도  환경감시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는데 

이 결과에서 보듯이 기존 TV의 이용동기인 도구  지식

추구, 유희  오락추구에 모바일의 이용동기인 휴  

근추구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이용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로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하나의 종류인 

모바일 IPTV 이용시 고려사항에 해 조사한 연구[15]

가 있는데 연구 결과 모바일 IPTV 이용시 가장 큰 향

을 미친다고 응답한 항목은 다양한 실시간 채 수이며 

다음으로는 이용 요 으로 나타났다. 이는 IPTV 가입시

에도 요 과 콘텐츠 종류를 주로 고려한다는 연구결과

[16]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바일 동 상 서비스 

련 선행연구는 부분 DMB를 상으로 하고 있는데 

Constantiou와 Mahnke[17]는 모바일 TV(DMB) 사용의

도에 인지된 효익과 비용이 핵심 향요인임을 도출했고 

남종훈[18]의 연구에서는 성 DMB는 비용이 인지된 유

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지상  DMB는 유의하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는 성 DMB는 가입비와 

월이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상  DMB는 고 기반 

운 으로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비용은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 의 하나인데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하듯 지상  DMB 조차도 DMB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DMB를 이용하지 않는다는데 해서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 

이 게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 요

인인 이용 요 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요

과 월정액이 있는데 월정액 요 을 지불하지 않는 모바

일 동 상 서비스일지라도 데이터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요 은 지불해야 한다. 물론 국내 모바일 네트워크가 

LTE 네트워크로 구축됨에 따라 무제한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요 제도 존재하지만 실 으로 데이터 

소모량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정보통신진흥 회[20]에

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동 상 스트리 , 지상  라

디오 스트리 , 웹툰을 상으로 서비스별 데이터소모량

을 측정한 결과, 동 상 스트리 의 평균 데이터소모량

이 가장 많으며 웹툰,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화

질 동 상은 일반화질에 비해 데이터소모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보듯이 

동 상 데이터 소모량은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시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상된다. 반면 장

은진 외[21] 연구결과에서는 모바일 IPTV 사용자들은 

가격보다 콘텐츠 만족도와 디자인 심미성이 사용자 만족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 

연구로서 모바일 IPTV 서비스 도입 기이기 때문에 무

료로 서비스 제공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에 

한 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김동우 외[22]는 모바일 IPTV 서비스에 한 지불의

사 결정 요인을 연구하 는데 수익성 개선을 해서는 

안정 인 화질을 통해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의 보장과 수용자들의 사용에 있

어 용이성에 한 기 감을 높여  수 있는 UI/UX등의 

개선 등이 필수  략임을 제시하 다. 이는 DMB 비 

모바일 IPTV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2013년부터 국 으로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 동

상 서비스는 LTE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QoS 

보장은 가능하며 한 다시보기를 포함한 다양한 부가서

비스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동 상 서비스는 

DMB 비 서비스 경쟁력은 요 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

이다.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에 향을  수 있는 다

른 요인으로는 IPTV 가입 등 다른 미디어 사용여부도 고

려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모바일 

IPTV를 IPTV 가입시 결합요 제를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IPTV 가입여부는 모바일 동 상 서비

스 사용에 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KISDI 

조사결과[23]에 따르면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

는 가구의 경우 유무선 인터넷 연결을 통해 동 상서비

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 가장 낮음을 

보 다. 이는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무

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보다 많은 디바이스 연계이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4].

DMB 서비스 시청여부도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

에 향을  수 있는데 DMB를 통해 본방사수(본 방송

을 반드시 본다는 신조어)를 한 후 다시 보고 싶을 경우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다시보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맞

춤 동 상 같은 부가기능을 활용하여 재방송 시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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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DMB 시청여부가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

용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조사되지 않

았다.

한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핵심 콘텐츠는 실시간 

지상  방송 콘텐츠라는 연구결과[15]가 있는데 2015년 

12월1일부터 모바일 IPTV에서 실시간 지상  콘텐츠 재

송이 단됨에 따라 모바일 IPTV 유료 가입자들은 이

탈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한 연구는 부분 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통합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본 연구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사용

을 사용다양성과 사용정도로 구분하여 각각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 에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타미디어 이용여부에 따라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시 다른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를 포함하

고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지상  방송 콘텐츠가 핵

심 콘텐츠라는 선행 연구[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를 검정하기 해서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동 상 서비

스에서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를 포함하 다. 

한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성별 만족도에 따라 사용

행태가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6가지 속성에 한 만

족도를 조사하 다. 6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다양성, 화질, 재생품질, 부가서비스, 이용편리성, 데이터

소모량이다. 가설1에서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

양성에 미치는 요인, 가설2에서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1 :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

성별 만족도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

양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

성별 만족도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에 거주하는 500명을 상으로 일

반 인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사용행태에 해 조사하

다. 방송/ 상 시청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는 결과를 바탕으로 LTE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조사하 으며 모바일 동 상 서비스 범 는 국내에서 실

시간 방송이나 VOD를 제공하는 모든 모바일 동 상 서

비스를 상으로 하 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

으로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모바일 동 상 서

비스 사용여부를 조사하 으며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

용자들 상으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 사용

다양성을 조사하고 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와 6가지 속성

(콘텐츠 다양성, 화질, 재생품질, 부가서비스, 이용편리성, 

데이터소모량)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표본은 

2013년 8월 한달 동안 실시하 으며 온라인으로 구 하

여 응답자가 직  기입식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하 다. 

4.2 변수의 조작정 정의 및 측정

먼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IPTV 가입여부는 명목

변수(가입=1; 비가입=0)로 측정하 고 DMB 시청여부 

역시 명목변수(시청=1; 비시청=0)로 측정하 다. 재 주

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지상  방

송 콘텐츠 제공여부는 명목변수(제공=1; 비제공=0)로 측

정하 고 속성별 만족도는 6개의 속성 모두 5  척도(1=

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로 측정하 다.

종속변수인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행동는 Shin & 

Venkatesh[25]의 컴퓨터 사용행동 측정 시 사용했던 사

용다양성과 사용정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측정하 다. 우

선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사용다양성은 총 14개의 모

바일 동 상 서비스(유투 , 네이버 TV 캐스트, 다음 

TV 팟, 티빙, pooq, B tv 모바일, 올  TV 모바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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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TV 등)에 해서 사용여부를 측정하 다. 다음으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는 앞에서 14개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 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상으로 각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일주일 평균 이용시

간을 조사하여 측정하 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  사용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속변수인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  사용정

도에 해 독립변수인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사용하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6가지 속성별 만족도

의 향을 분석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

며 SPSS 21.0을 통계 로그램으로 사용하 다. 

5. 연구결과 

5.1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각 변수들에 한 기술통계

량은 <Table 1>과 같다. 체 표본 500명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414명을 상으로 변

수들을 측정한 결과이다. 사용다양성은 총 14개의 모바

일 동 상 서비스  2.15개를 사용한다고 나타났으며 사

용정도는 일주일 평균 4.65 시간을 이용한다고 응답하

다. IPTV 가입여부는 평균 0.61, DMB 시청여부는 평균 

0.87, 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지

상  방송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평균 0.39값을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화질에 해 가장 만족하며(3.47) 다음으로는 콘텐츠 다

양성, 이용편리성은 동일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3.39)

을 알 수 있다. 재생품질은 3.17, 부가서비스는 3.25의 만

족도를 보 으나 데이터 소모량은 2.69의 만족도를 보

다. 이는 요 제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료 제공 데이터 

에서 상 으로 용량인 동 상 서비스가 데이터 소모

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Categories Mean Std Deviation N

Use Diversity 2.15 1.588 414

Usage 4.65 5.327 414

IPTV membership status .61 .488 414

DMB watching status .87 .332 414

TV contents broadcasting status .39 .488 414

Diverse contents 3.39 .735 414

Image quality 3.47 .694 414

Video streaming quality 3.17 .771 414

Diverse additional services 3.25 .649 414

User convenience 3.39 .657 414

Data consumption volume 2.69 .836 41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5.2 사용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가설1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IPTV 가입여부, DMB 시청여부, 지상  방송 제공

여부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PTV를 가입한 사람일수

록 DMB 시청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다양한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IPTV를 가입한 경우 결합할인 요 제 등으로 모바일 

IPTV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다양성에 정(+)의 

향을 미치게 되며 DMB를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동 상 

서비스에 심이 많기 때문에 핫클립이나 콘텐츠 다시보

기 등을 해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정

(+)의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지상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지상

 방송 콘텐츠가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필수 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계수의 유의성에 더하

여 독립변수 향력의 상  크기를 비교해보면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가장 향력이 큰 변수는 

IPTV 가입여부이며 그 다음은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

여부, 그리고 DMB 시청여부의 순이다. 한편 6가지 속성

별 만족도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타미디어 이용여부  타콘텐츠 제공여부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성별 

만족도에 따라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은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의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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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다.

Factors
Use Diversity

B Beta t Sig

IPTV membership status .488 .150 3.086 .002**

DMB watching status .517 .108 2.221 .027*

TV contents broadcasting 

status
.465 .143 2.911 .004**

Diverse contents -.094 -.044 -.716 .474

Image quality .155 .068 1.146 .252

Video streaming quality .154 .075 1.212 .226

Diverse additional services -.001 .000 -.006 .995

User convenience .137 .057 .897 .370

Data consumption volume .005 .003 .055 .956

Sex(male=1, female=2) -.216 -.065 -1.301 .194

Age .101 .045 .911 .363

R
2

0.093

*p<0.05, **p<0.01, ***p<0.001

<Table 2> The factors on use diversity of mobile
video services

5.3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가설2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

석 결과를 보면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와 재생품

질에 한 만족도가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향

력의 상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지상  방송 콘텐츠 제

공여부의 회귀계수는 0.189, 재생품질의 회귀계수는 

0.157로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의 향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상  방송 콘텐츠가 제공

되거나 재생품질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특히 지상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수록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상

 방송 콘텐츠를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사용다양성과 사용정도 모두에 정(+)의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가지 속성별 만족도  

재생품질을 제외하고 5가지 속성별 만족도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TE 네트워크 사용으로 QoS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DMB 비 재생품질에 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따라서 사용정도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결과 가설2 역시 일부만 채택되

었다.

Factors
Usage

B Beta t Sig

IPTV membership status .578 .053 1.088 .277

DMB watching status 1.211 .075 1.548 .123

TV contents broadcasting 

status
2.063 .189 3.843 .000***

Diverse contents .082 .011 .186 .853

Image quality .189 .025 .417 .677

Video streaming quality 1.086 .157 2.548 .011*

Diverse additional services .313 .038 .615 .539

User convenience -.375 -.046 -.732 .465

Data consumption volume -.059 -.009 -.178 .859

Sex(male=1, female=2) -.481 -.043 -.864 .388

Age .283 .038 .760 .448

R
2

0.090

*p<0.05, **p<0.01, ***p<0.001

<Table 3> The factors on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6.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IPTV 가입여

부, DMB 시청여부,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는 모

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다양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PTV 가입과 DMB 시청은 동 상 

서비스에 한 심과 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

상 서비스에 한 이용이 많을수록 모바일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동 상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지상  방송 콘텐츠

를 제공할 경우 더 다양한 모바일 동 상 서비스를 사용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동 상 서

비스의 속성별 만족도는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사용다

양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와 

재생품질에 한 만족도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 결과 지상  방송 콘텐츠 제공여부

의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  

방송 콘텐츠를 모바일 동 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A Study on the factors on use diversity or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95

사용다양성과 사용정도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

사 을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DMB의 사용행태 

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본 연구는 모바일 동 상 서

비스의 사용행태를 사용다양성과 사용정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DMB 시청여부와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사용행태의 연 성을 분석하 다. 둘째, 본 연구는 모바

일 동 상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IPTV 가입여부와 

DMB 시청여부와 지상  방송 콘텐츠의 제공여부의 

향을 살펴 으로써 TV 콘텐츠에 한 심과 이용정도

가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사용행태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TV 콘텐츠 제공이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에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성별 만족도  

재생품질은 모바일 동 상 서비스 사용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는데 이는 기존 DMB 비 모바일 동 상 서

비스의 품질 만족도가 높고 이는 사용정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로서, 모바일 동 상 서비스의 속

성별 만족도가 평균 수 에 그치고 있는 수 이라 모바

일 동 상 서비스 사용 만족도 향상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서비스에 해 조사 연구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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