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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에 는 UHDTV 비스 용 사에 향  미치는 들에 해 살펴보았다. 연  술수용

 심  연 형  계하고 조 정식  실시했다. 독립변수 는 지  질, 가격 민감도, 혁신 ,

매개변수 는 지  용 과 지  사용용 , 종 변수 는 용 사  정했다. 문조사는 과 스마트

폰  통하여 실시하  빈도   술통계  SPSS, 연  형 과 가  검  PLS  사용하 다.

연 결과, 독립변수  지  질과 가격 민감도는 각각 매개변수  지  용 , 지  사용용  통해 

UHDTV  용 사에 미한 정  향  미치는 것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  경우, 매개변수  지  사

용용 에는 미한 정  향  미치는  지  용 에는 미한 향  없는 것  나타났다. 사용

들  UHDTV  혁신적  신 술 혹  뉴미 어  생각하 보다 아직 지 존 TV  연  간주하는 것  

해 다. 또 지  질  다  에 비해 향  큰 편 , 사용 들  양질  UHD콘 츠 수  한다.

주제어 : UHDTV, 술수용 , 지  질, 가격 민감도, 용 사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intention to use UHDTV Service.  

Research problems has been designed to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Perceived quality, Price sensitivity, Innovativeness are adop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re adopted as intervening variables. A result of analysis, Perceived quality 

and Price sensitivit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use via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But in 

case of Innovativeness, it did not influence the Perceived usefulness while it influenced the Perceived ease of 

use. Meanwhile, the influence of Perceived quality to Perceived usefulness had more impact than the other path 

between the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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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기술의 발 으로 인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방

송 시청이 가능해졌다. HD방송, 3D방송, TV를 통한 양

방향 서비스, UHD 방송 등이 그 이다. 화질, 음질, 입

체감, 몰입감, 양방향성으로 표되는 이러한 방송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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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궁극 으로 시청자에게 화면을 통해 좀 더 실에

가까운 체험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는 한마디로 ‘실재

감과 생동감의 발 사’라 할 수 있다. 방송시장의 변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성공

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니즈를 제 로 악하고 이를 서비스설계에 용해나가

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

고 있는 UHDTV 서비스에 해사용자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으로 사용자 평가와 방향을 살

펴보았다.

UHDTV는 기존 HDTV에 비해 고화질, 고음질,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고화질TV를 말한다. HDTV와 비

교해 16배의 해상도, 최 22.2채 의 음향 구성, 50도 이

상의 시야각을 제공함으로써 TV높이의 0.75배 근거리에

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기존 TV에 비하여 더욱 큰 장

감, 실재감,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UHDTV 방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이

에 한 활발한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여 UHDTV 보 도확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UHDTV서비스 이용자는 소수이며,

UHDTV를 통해 이용 가능한 방송서비스도 극히 제한

이다. UHDTV 생태계를 구축하기 해서는정부와 시장

의 정책 인 고려는 물론, 이용가능한 방송 콘텐츠의 확

와 사용자의 이용의사가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UHDTV서

비스 채택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적 경

UHDTV 생태계와 련해서는 주로 UHD 기술 시

스템에 한 연구[1,2]가수행되었고, 이용자와 련된 우

리나라 UHD 수용 연구는 이미라(2014)의 ‘이용자의

UHDTV에 한 인지된유용성과 용이성이 UHD 채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3]와 변상규(2014)의 ‘UHDTV

채 의 수용자 편익 연구’[4] 정도가 있다. 변상규는 소비

자가 평가하는 UHDTV 가치를 평가하기 해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소비자지불

의사액을 악하는 정량 연구를 실시하고, 방송사업자

들이 참고할 만할 편익 수치를 제시했다. 이미라는 기술

수용모델을 이용하여 UHDTV 채택 요인을 악했는데,

각 변수들의 통합 계를 악하는 구조방정식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작 개별 변인간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모순된 연구과정을 보여주었다.

데이비스 등(Davis et al., 1989)은 기술수용 사용

행태를 설명하기 해 기술수용모델을 제안했다[5,6]. 기

술수용모델에서는 여러 외부 요인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변인에 선행되며 이것

들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며,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고믿는정도’라고 할수 있다. 선행변인의하나로 인

지된 품질은 소비자가 느끼는 주 인 품질로서, 직

체험 외에 제품이미지, 랜드, 고 등에 의한 간 인

평가를 통해서도 느끼는 품질이다[7,8]. 이는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느낌이나 경험한결과로 표 될 수 있다.

다른 변인으로, 사용자별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가

격 수 의 변화에 반응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를 가격 민감도라고 한다[9,10]. 신성은 신기술이 채택

되고 확산되는 원인을 소비자의 개인 인 심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다. 신성은 ‘개인이 새로운 아이

디어에 해 민감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11].

3. 연 형   

본 연구는새로운 기술 수용에있어 그동안 많이채택

되어온 기술수용모델을 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했다.

정보기술수용에 한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UHDTV에서는 인지된 품질과 가격 민감도, 신성 요인

이 UHDTV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

되어 이들 세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추출하고, 매개변인

으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 종속변인으

로는 UHDTV 이용의사를 채택해 다음과같은 가설을 설

정했다.

가설1. 인지된 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인지된 품질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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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가격 민감도는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격 민감도는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신성은 인지된유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신성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가설 1,3,5의 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가설 2,4,6의 결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이용의

사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자료 수집을 해 20-50 성인 남녀를 상으로 2014

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1월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문항은 총 35문항으로, 범주형 문항을 제

외한연속형 문항은 리커트 5 척도를사용했다. 설문지

는 총 371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신뢰할 수 없는 20부

를 제외하고 총 35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수

집된 자료에 한 빈도 기술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

했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본 연구의 모형분석 가설검

증을 해서는 PLS를 이용했다.

4. 연 결과

4.1  TV 용 환경

방송시청을 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79.8%의 응답

자들이TV라고답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은 9.7%, 휴

폰 5.7%, 태블릿PC 3.7% 순이다. 비선형 인 방송시청

으로 휴 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 이동 방송을 이용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TV 활용이

압도 인 편이다. 각가정에서 보유한TV 화면크기는

비율로 보면 40인치 이상의 경우 65.3%, 50인치 이상

의 경우 20.0%이다. 일반 가정에이미 40인치이상의TV

가 리 보 되었으며 응답자 1/5에 해당하는 가정이

50인치 이상의 형 화면 TV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이용 인 TV방송서비스에 한 만족도는51.6%

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불만족한 이유( 복응답)로는

콘텐츠의 질(48.7%) 콘텐츠의 양(23.1%), 화질(15.4%),

화면크기(7.7%) 등이었다. TV수상기와 련한 불만족

보다는 콘텐츠의 질과 양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UHDTV 인지도에 해서는 조 아는 정도의 수

39.6%, 이름만 들어보았다 23.4%, 처음 알았다 16.5%, 구

체 인 기술트 드를 알고 있다 14.5%, 작동 원리 정도

는 안다 6.0%로, 응답자 83.5%는 UHDTV에 해 인

지하고 있으며 60.1%는 조 아는 정도 이상의 인지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4.2 연 형  타당 과 신뢰도 

4,2.1 탐색적 과 확 적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KMO 측도는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른 변

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으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12]. 독립변인의 요

인분석에서는 KMO측도가 0.791로 양호한 것으로 단

다. 요인분석에서 요인 간 공통성은 모두 0.6 이상으로

제외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말한다. 매개변인 역시

KMO측도는 0.918로 매우 양호했고, 공통성은 추출 값이

모두 0.5이상으로 제외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LS를 활용한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재량 0.70이상

을 권장한다. 집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요인

재량이 다른 변수에 한 교차요인 재량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13]. 본 모형의 타당성을 측정한 결과 요인

재량은 인지된품질, 가격 민감도, 신성, 인지된 유용

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이용의사와 련하여 모든 해당

문항이 0.7 이상이었다. 이들은 다른 문항에 한 교차요

인 재량보다 모두 큰 값을 가짐으로서 집 타당성을 확

보했다.

4.2.2 신뢰   

PLS를 통한 신뢰성 분석에서 측정 항목간 내 일

성이 있다고 단하기 해서는 복합신뢰도(CR)가 0.70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0 이상 되

어야 한다[12]. 연구모형의 신뢰성분석 결과, 복합신뢰도

는 모든 변인이 0.7 이상이었으며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이었다. 이로써 측정 항목 간에 내 일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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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의 신뢰성이 확보 다.

4.2.3 조 형  적합  검  

구조모형의 합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onception　 Redundancy communality R2

Perceived quality 　 0.760296 　

innovativeness 　 0.723871 　

price sensitivity 　 0.753879 　

intension to use 0.079486 0.806022 0.444043

perceived easy of use 0.032332 0.651169 0.223879

perceived usefulness 0.031606 0.717207 0.44733

Average 0.735407 0.371751

Goodness-of-Fit 0.522865

<Table 1> Structure model conformity

<Table 1>에서 구조모형의 체 합도를 나타내는

복성(Redundancy)값이 모두 양수이므로 합도를 충

족한다. 경로모형의 체 합도는 0.522865로 최소

기 값인 0.1보다 크므로 합도를 충족한다. 지수의 크

기에 따라 합도를 상(0.36이상), (0.25-0.36), 하

(0.10-0.25)로 구분했을 때, 그 수 이 ‘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14]. 구조모형의 평균 합도는 해당 변수의

분산설명력(R
2
)으로 평가하는데, 구성개념의 분산설명력

은최소 10% 이상이되어야 의미가있고, R
2
값크기에 따

라 설명력을 상(0.26이상), (0.13-0.26), 하(0.02-0.13)로

구분한다[15]. 가격 민감도, 인지된 품질, 신성은 인지

된 유용성을 44.73% 설명하며, 인지된 사용용이성을

22.39% 설명한다.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

성은 이용의사를 44.4% 설명한다. 분산설명력 10% 이상

으로 모두 의미가 있다. 종합 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각 변인간의 계를 분석하기에 합한 것으

로 평가된다.

4.3 가  검   결과 해  

변수들 사이의 경로에 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제외한 나

머지 변인들 간의 계에서 모두 정(+)의 인과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PLS 경로모형 분석결과, 각 가설별

경로계수와 t값을 바탕으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

용은 <Table 2>와 같다.

H Path t value
path

coefficient
result

H1
perceived quality→

perceived usefulness
15.578 0.612 accept

H2
perceived quality→

perceived easy of use
6.257 0.322 accept

H3
price sensitivity→

perceived usefulness
2.822 0.132 accept

H4
price sensitivity→

perceived easy of use
3.312 0.157 accept

H5
innovativeness→

perceived usefulness
1.425 0.068 reject

H6
innovativeness→

perceived easy of use
3.505 0.191 accept

H7

perceived quality, price sensitivity,

innovativeness→

perceived usefulness→

intension to use

13.541 0.583 accept

H8

perceived quality, price sensitivity,

innovativeness→

perceived easy of use→

intension to use

2.906 0.133 accept

<Table 2> Research Finding Summary

[Fig. 1] path coefficient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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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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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살펴보면, 가설1은 특히 t 값과 경로계수

가 상 으로 높아, UHDTV 이용에 있어 인지된 품질

이 다른 요인보다 인지된 유용성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설 2를통해 UHDTV 이용자들은 UHDTV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느낄수록 UHDTV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 4에 따르

면, 가격에 한 민감도가 큰 이용자일수록 UHDTV서비

스의 유용성에 한 평가가 높고, 서비스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UHDTV를 구매하기까지 수많은 가격

비교 활동을 하고, 비용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일

수록 자신의 합리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용

성과 사용용이성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사용자의 신성이 UHDTV에 한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5와 련

해서는, 경로계수 0.068, t값 1.425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동안 신성 변인은 뉴미디어 신제품이출시되어 수용

되는 과정에서, 기술의 확산 요인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

으로 간주되어왔다. 신기술 채택에 한 다수 연구에서

는 신성과 인지된 유용성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계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통 으로 신 인 사

람일수록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평가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있으나, 본연구 결과는 신 인 사람들이

UHDTV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신 인 사람들은 UHDTV에 해서 상 으로 잘 알

고 있지만 이것을 새로운 기술로 평가하지 않거나 혹은

UHD방송이나 콘텐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 인 사람들은 UHDTV서비스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에서는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다.(가설6)

한인지된 품질, 가격 민감도, 신성이 인지된유용

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 인지된 유용

성이 UHDTV에 한 이용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인과

계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 7의 경우, 경로계수 0.583, t값

13.541로 1%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설에 비해 경로계수와 t 값이 상 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UHDTV서비스 수용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가설 5에 의해 신성 요인은 통계 유의성이 없어, 이

를 제외하고 인지된 품질과 가격 민감도가 인지된 유용

성에 향을 미치고 나아가 UHDTV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

설 8에 의해 UHDTV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하면서 가

격 민감도가 높고 신성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UHDTV

서비스가 이용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UHDTV서비스 이용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본 연구는 UHDTV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

사용자의 평가가 요하다는 에 을 맞추어

UHDTV 수용 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사용자의 UHDTV서비스 채택에 있어서 인지된 품질과

가격민감도가 의미 있는 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냈

는데, 이것은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기존 뉴미디어 확

산연구와도 유사한 결론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신기술 도입에 있어 개인의 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이다. 사용자들이 생각하기에 UHDTV는

기존의 신기술 는 뉴미디어와 다르게 인식된다는 을

알 수 있고, 아직까지는UHDTV를 기존 TV의 연장선으

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려 볼 수 있다. 그동안

UHDTV 련 연구는 기술 시스템에 련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이용자 니즈와 평가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

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수로 이어지는 체 인 향력을

살펴 으로써, 어떠한 경로 요인이 UHDTV 채택에 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 이다.

사용자의 TV시청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방송시

청 가능 기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TV는 여 히 요한

방송시청기기이며, TV 화면크기는 형화되어가고 있음

을 확인했다. 동시에 사용자들은 방송 콘텐츠의 질을 무

엇보다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합 인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 결과, UHDTV 이용의사에 인지된 품질이 요

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으

로 UHDTV의 확산과 정착을 해서는 UHD방송 인 라

가 구축된 환경에서 양질의 UHD 콘텐츠 개발이 매우

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UHDTV 활성화를 해 사용

자 을 강조하고, 높은 품질의 UHD 콘텐츠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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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방송기업의 활동과정책

략 도출에 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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