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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나라가 세계 최 로 상용화한 고화질의 UHD 방송기술과 UHD 기반 노라마 상기술인 UWV는 이용자의

실재감을 극 화하는 표 인 실감 상 기술이다. 본 연구는 UHD와 UWV에 한 이용자들의 주 반응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UWV의 상품질을 체계 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화면크기(4k x 2k, 8k x 2k)와

콘텐츠유형(스포츠 상, 풍경 상, 공연 상)에 따른 화면 로젝션 실험을 설계하고 UHD와 UWV에 한 이용자의 주

상품질 평가 만족도를 측정하 다. 연구결과, 주 상품질과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UHD에 비해 UWV

에 한 이용자의 평가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평가는 상 콘텐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UWV 노라마 기술이 발 상용화되는데 필요한 들과 후속 연구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언하 다.

주제어 : UWV, UHD, 노라마 상, 실감 상, 주 상품질, 만족도

Abstract UHD (Ultra High Definition) broadcasting technology, and UWV (Ultra Wide Vision) which is the high 
quality panoramic video of wide view angle based on UHD, were commercializ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those are representative realistic video technologies that maximize the user's sense of presence. By 
comparing the user’s subjective reaction of UHD and UW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user's subjective video quality evaluation. For this purpose, a large screen projection experiment is designed by 
setting the screen size (4k x 2k, 8k x 2k) and content types (sports, landscape, concert) as variables to measure the 
user's subjective video quality evaluation and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sers' evaluation of UWV 
was higher than UHD in all items of subjective video quality, and satisfaction. Moreover, the resul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video cont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proposed the 
point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UWV panoramic technolog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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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지난 2018 평창올림픽은 ‘평창ICT올림픽’을주제로 신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 실, UHD(Ultra High Definition)의 5 기술을 선

보이며 기술 강국 한민국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장

계에 활용된 UWV(Ultra Wide Vision)는 UHD의 고

화질을 유지하면서 120° 이상의 훨씬 넓은 시야각을 제

공하는 기술로, 장감을 극 화하는 새로운 실감 상

으로서 주목받았다[1]. UWV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의 ‘유망실감콘텐츠고도화 지원사업’ 6 과제 하나

로 선정된 바 있으며[2], 련 특허 출원은 2010년 52건에

서 2017년 134건으로 격하게 증가하며 빠르게 발 해

왔다[3]. 이와 같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실재

감을 극 화하는 실감콘텐츠 산업은 새로운시장을 창출

하고 상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미래 성장 동력으

로 기 를 얻고 있다.

UWV(Ultra Wide Vision)는 한국 자통신기술원

(ETRI)에서 개발한 시야각 상기술로, 여러 의 고

해상도 카메라를 가로로 나란히 연결하여동시에 촬 하

는 기술과, 촬 된 상 복되는 부분의 멀티뷰

(Multi-View) 상들을 끊임없이 매끄럽게 이어 붙여서

가로로 넓은 시야각(Field of View-FOV)을 형성하는 기

술, 그리고 거 한 고해상도의 시야각 일을 압축하

고 송하는 기술 등을 종합 으로 지칭한다[4]. 이용자

의 실재감을 증진시키기 해 UHD(Ultra High

Definition), 3D, 4D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

운데, 노라마 상으로 불리우는 시야각 상은 스

포츠경기, 콘서트, 문화공연등 다양한 분야에걸쳐 차세

방송 콘텐츠 서비스산업 역에 큰 효과를 일

으킬 것으로 상되고 있다[3].

UWV의 활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시 에서 기존보

다 넓어진 시야각으로 상을 시청한 사용자의 주

평가 만족과 수용의사를 이해하는 것은 보다 나은 기

술의 개발을 해 요하다. 기술의 상용화를 해서는

사용자 니즈에 한 정보가 필요한데[5], 개발된 기술의

보 기 단계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상용화를 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

이다. 그러나 UWV에 한기존 연구는 주로UWV의 기

술 특성을 설명한 연구[6, 7], 정성 반응 활용방안

을 탐색한 연구[4, 8] 등으로 소수에 그친다. 이용자가

상에 몰입감을 느끼고 시청품질에 만족하기 해서는

상의 해상도뿐만 아니라 정한 화면크기 시청 시야

각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9], UHD와 UWV의 시청품질

에 한 이용자 반응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 상품질을 비교하는 것이 이용자의 인지 인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이라면, 정서 인 평가로서 만족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반응은 화질에 한 평

가뿐만 아니라, 몰입도, 만족도 등 다양한 맥락에서 측정

할 수있으며[10, 11], 특히콘텐츠 종류에따라다르게나

타날 수도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상품

질 평가와 더불어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 으로서 표

실감 상인 UHD와 UWV에 한 이용자의 반응을 보다

정교하게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 서비

스 소비자들의 편의와 만족을 극 화하는 이용자 친화

상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용자 반응에 한

다각 인 분석을 통해 향후 해당 기술의 시장 진입에 있

어 실무 방향과 제언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연구에

서 살펴보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화면크기(UHD, UWV)와 상콘텐츠 유

형(스포츠 상, 풍경 상, 공연 상)에 따

른 이용자의 주 상품질 평가의 차

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화면크기(UHD, UWV)와 상콘텐츠 종

류(스포츠 상, 풍경 상, 공연 상)에 따

른 이용자의 만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해 주 상품질평

가와 이용자만족도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화면

크기와 콘텐츠 유형에 따른 이용자 반응을 평가하기

한 실험을 설계하 다. 실험 후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

을 통해 화면 크기와 콘텐츠 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주

상품질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

며, 상호작용 결과도 함께 제시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의 함의와 활용방안, 한계 후속연구의 방

향 등을 제언하 다.

2. 행연  고찰

2.1 주 적 상 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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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품질 평가 방법은 다수의 평가자가 직

상을 보고 화질을 평가 하는 것으로 인간의 화질 인지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리 사용

되고 있다[13]. 주 인 체감품질(QoE: Quality of

Experience)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사용자가 주

으로 단하는 서비스의 질”을 총칭한다[14]. 주

상체감품질 측정은 수신 상을 여러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개인별 의견을 반 해 계산한 평균값(MOS:

Mean Opinion Score)으로 이루어진다[15]. 국제 기통신

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권고 하는 주 품질평가 방식은 체감 품질 평가방법

들은 기본 으로 화면을 보고 평가자가 체감하는 화질

수 을 측정한다.

주 상품질 평가는 원본 상의 용유무에 따

라 평가 방식과 상 평가 방식으로 구분된다.

평가 방식은 평가자에게 수신 상만을보여주고 품질열

화 수 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비스 평가에 용

이 가능하다. 련 표 방법으로는 ACR(Absolute

Category Scale), SS(Single Stimulus), SSCQE(Single

Stimulus Continuous Quality Evaluation) 등이 있다[16].

ITU-T P.900/P.910에서 제안하고 있는 ACR 방법은

재 멀티미디어 화질평가 모델의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방법은 상을 1회만 보여 으로써짧은시간내에많

은 수의 동 상을평가할 수 있고, 상 콘텐츠유형에 따

라 재생시간(10 )을 이거나 늘릴 수 있다[17].

상 평가 방식은 평가자에게 원본 상과 수신 상을

함께 보여주고 수신 상의 품질열화 수 을평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련된 표 방법으로는 상을 제시

하는 순서 척도의 차이에 따라 DCR(Degradation

Category Rating), DSCQS(Double 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DSIS(Double Stimulus Impairment

Scale) 등으로 구분된다[15].

주 상품질 측정 련 연구에서는 평가 방

식인 ACR과 상 평가방식인 DSCQS 방법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16]. DSCQS는 처리 상과 원본

상을 직 비교함으로써 상 인 품질 측정에 합한

방법으로 연속 측정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높다. 하지만 원본 상과 처리 상을각각 2회씩 재

생해야하기 때문에 평가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수의 동

상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반면 ACR은 원

본 상과 처리 상을 직 으로 비교하지는 않지만 재

생된 원본 상의 품질 수를 이용하여 DSCQS와 같이

처리 상의 상 인 품질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표

화된 품질 평가 방식의 특성과 장단 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상에 한 측정이 용이한 ACR 방식

을 이용하여 체 실험 상의 주 시청품질을 측정

하고, DSCQS 방식을 이용하여 UHD와 UWV의 만족도

를 비교하 다.

주 시청품질을 측정하기 한 평가척도는 연속구

간에서의 평가와 등 평가(5～11등 )로 구분하여 용

할 수 있다. 등 평가는 상을 시청하는 시간과평가하

는 시간이 구분되는 경우에 합하며, 평가등 이 크게 5

단계(Excellent, Good, Fair, Poor, Bad 혹은

Imperceptible, Perceptible but not annoying, Slightly

annoying, Annoying, Very annoying)로 구성되어 있다

[13]. 본 연구는 평가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

에 따른 5단계 등 평가 방법을 활용하 다.

2.1 실감 상에 한 용  만족도 

상 화질에 한 주 품질평가에서 한 단계 더나

아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이용자 심형

제품 개발의 방향에 도움이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상에 한 이용자의 만족 수 을 수용의도, 몰입도, 태

도, 구매의도, 추천의도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해 측정하

는데, 크게 심리 반응과 행동 반응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몰입도와 흥미도는 심리 반응을 구성하는 표 인

요인이다. 몰입도는 ‘ 상에 해 깊이 빠져드는 심리

애착의 정도’ 는 ‘합리 이고 실질 인 이유로부터 발

생되는 계의 깊이 정도’로 정의된다[18]. 종우·천용

석[19]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환경에 빠져있는 심리 인

상태로 몰입감을 느낄 때, 즌스(presence)를 지각하

게 되며, 정보의 형태와 감각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몰입을강화할 수 있다고 하 다. 흥미

도는 ‘ 상에 한 정 감정을 수반하는 심’으로 정

의되며, 상품질에 한 반응을 측정하는 표 화된 기

의 하나이다[20]. Ciubotaru et al.[20]은 응형 멀티미

디어(adaptive multimedia)를 이용하는데 있어 흥미를가

지는 것이 요하다는 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3D 상에 한 이민주·정동훈[11]의 연구에서는

‘자극에 한 감각이나 지각으로 인하여 인간 내부에 일

어나는 미 이고 심리 인 체험에 한 인상’,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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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수 에 도달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상환경으로이동한 듯 한 감정’, ‘즐

거움’, ‘재미’로 상에 한 이용자의 정서 반응을 측정

하 고, 그에따라 3D 상에 한 총체 만족도가달라

진다고 제안하 다. 한 Jennett et al.[21]의 게임 상

련 연구에서는 ‘집 할 수 있었다’, ‘시간이 가는 몰

랐다’, ‘ 상 속의 환경이 실제 같았다’, ‘즐거웠다’, ‘ 장

감이 느껴졌다’, ‘몰입할 수 있었다’의 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만족도의 구성요소 가운

데, 본 연구는 심리 반응으로 몰입도와 흥미도, 행동

반응으로 수용의도와 추천의도를 만족도의 하 개념으

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반응을 다각 으로분석하고자 하

다.

3. 연

3.1 실험 계

본 연구는 화면 크기에 따른 이용자의 주 상품

질평가 만족도를측정하기 해 9 의 로젝터를통

해 15M*4M의 화면 로젝션 환경을 구축한 한국 자

통신연구원에서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 환경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Environment

실험에사용된 상 콘텐츠는 촬 기법 시청 목

에따라평가결과에 다르게 향을미칠수 있기때문에,

향후 실감 상의 효과 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해 3

가지의 상 유형을 선택하 다. 원거리에서 촬 하여

개체의 움직임이 은 스포츠 상, 제주도의 바다와

원을 상으로 카메라의 상하좌우 이동을통해서 거리

에서 촬 된 풍경 상, 그리고 특수 제작된 근거리의 싸

이 공연 상의 세 가지로 구성하 다(Fig. 2 참고).

Sports

Scenery

Concert

Fig. 2. Contents for Research

실험참여자는 스포츠, 풍경, 공연 3가지 콘텐츠에

해 각각 UHD(8M x 4M 화면크기)와 UWV(15M x 4M

스크린 체 재생) 2가지 화면크기의 총 6가지 상을시

청하 다. 실험은 약 40분 소요되었으며, 구체 인 화면

크기와 상 콘텐츠 구성은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Contents Screen Size

Sports UHD(4k x 2k), UWV(8k x 2k)

Scenery UHD(4k x 2k), UWV(8k x 2k)

Concert UHD(4k x 2k), UWV(8k x 2k)

Table 1. Contents and Screen Size for Research

3.2 항  시나리  

주 상품질 평가를 해 재 멀티미디어 화질

평가 모델의 개발에 리 사용되고 있는 ITU-T

P.900/P.910[22]의 ACR 방법을 활용하 다. 설문문항으

로 ‘방 보신 상의 반 인 품질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나쁨, 떨어짐, 보통, 좋음, 매우 좋음’의 5 척도

로 응답하도록 설정하 다. 몰입도는 ‘집 할 수 있었다’,

‘시간이 가는 몰랐다’ ‘ 상 속의 환경이 실제 같았다’,

‘즐거웠다’, ‘ 장감을 느 다’, ‘몰입할 수 있었다’의 6개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여 측정하 고, 신뢰도 검

증 후 하나의 변수로 계산하여 사용하 다. 한 ‘흥미

도’, ‘수용의도’, ‘추천의도’ 변수는 각각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실험 시나리오는 상시청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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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따라 화면크기 시청 순서를 다르게 구성하 다.

각 상 콘텐츠의 상 간 설문 응답시간에는 그 이

스크린을 상 하여 조사에 응하는 시간을 구분하 고,

남은 응답시간을 카운트다운으로 스크린에 표시하며 다

음 상 시작 3 에음성안내를 통해 순차 으로 실험

을 진행하 다. 실험 시나리오 구성은 Fig. 3과 같다. 실

험 각 상이 상 되는 동안 조명을 최소화하여 상

에 집 할 수있도록 하 으며, 설문 응답 에는 조명을

밝게 설정하여 설문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 다.

3.3 료수집  분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95명으로, 실험 환경에 맞게

13개 그룹으로 나 어 모집하 다. 참여 상자는 교정

시력 0.7이상 색맹, 색약의 문제가 없는 20 ~40 성

인으로 성별, 연령별할당 표집을 진행하 다(Table 2 참

고). 실험은 2016년 9월 21일부터 23일에걸쳐 실행되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수집된자료는 SPSS 로그램을통

해 분석되었다. 주 품질을 평가하는 단일 문항에

하여 ‘나쁨’, ‘떨어짐’, ‘보통’, ‘좋음’, ‘매우 좋음’에 1, 2, 3,

4, 5 을부여하여 분석하 고, 그 외리커트척도로 측정

한 문항들은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어느 쪽

도 아니다’, ‘그 다’, ‘매우 그 다’의 응답에 각각 1, 2, 3,

4, 5 을 부여하여 분석하 다.

N %

Gender

Male 40 26.67%

Female 55 36.67%

Total 95 63.33%

Age

20s 35 23.33%

30s 32 21.33%

40s 28 18.67%

Total 95 63.33%

Job

Student 20 13.33%

Worker 44 29.33%

Others 31 20.67%

Total 95 63.3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화면크기에 따른 이용자 반응은 반복 측정 이원분산

분석(Two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으로

분석하 다. 동일한 실험 상에 해 2회 이상 반복해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이

라고 하는데, 반복 측정 이원분산분석은 처리들 간의 개

체 내(within-subject factor)의 차이 변화를 비교하여

반복 요인에 해서 보다 효율 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23]. 반복 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기 해서 사

으로 구형성 가정(sphericity assumption)이 요구된

다. 구형성 가정은 집단 간 차이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

정을 의미한다.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서 W값이 1이

면 완벽한 구형성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Fig. 3. Resear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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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형성 검정 후, 2가지 화면

크기(UHD, UWV)와 3가지 콘텐츠유형(스포츠 상, 풍

경 상, 공연 상)에 따른 집단 간 평균크기 차이로 총 2

요인× 3요인 변인에 한 이용자의 반응을 분석하 다.

4. 결과

4.1 UHD  UWV  주 적 시청 질 비

화면크기 콘텐츠유형에 따른 주 상품질을

측정한 결과, UWV가 UHD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풍경 상(UHD: 3.54, UWV:

4.29)이 다른 콘텐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UHD는 스포

츠 상(3.02)의 주 시청품질이 공연 상(2.93)보다

높게 나타났고, UWV는 공연 상(3.88)이 스포츠 상

(3.4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Fig. 4 참고).

Contents UHD UWV

Subjective
Quality

Assessment

Sports 3.02±0.84 (a) 3.48±0.85 (a)

Scenery 3.54±0.71 (b) 4.29±0.60 (c)

Concert 2.93±0.77 (a) 4.07±0.77 (b)

Total 3.28±0.78 3.88±0.73

Note: (a), (b), (c)：Post-hoc analysis (Scheffe)

Table 3. Comparison of Su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s Between UHD and UWV
M±SD

Subjective Video Quality

Fig. 4. Results of Interaction Effects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화면크기(F=175.45,

p<0.00)와 콘텐츠유형(F=37.95, p<0.00)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의 변화에 따라 주

인 시청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 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

다(F=15.59, p<0.00).

사후검증으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면크기에 따라 스포츠 상(F=24.53, p<0.00), 풍경 상

(F=71.43, p<0.00), 공연 상(F=148.49, p<0.00)에서 주

시청품질 평가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콘텐츠

에 따른 차이는 UHD의 경우에 풍경 상이 스포츠 상,

공연 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19.16, p<0.00), UWV

의 경우, 세 종류의 콘텐츠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F=11.94, p<0.00). 특히, 공연 상에 한 품질평

가는 UHD에서 가장 낮았으나(2.97), UWV에서는 4.07로

격하게 증가하 다.

4.2 UHD  UWV  만족도 비

4.2.1 몰 도

화면크기에 따른 이용자의 반 만족도 몰입도

는 UWV의 평균이 3.74 , UHD가 3.16 으로 나타났다.

화면크기 콘텐츠유형별로 몰입도를 분석한 결과, 화

면크기에 따라 몰입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UWV의

경우, 공연 상(4.20), 풍경 상(4.09), 스포츠 상(3.38)

순으로 몰입도가 높았으며, UHD는 풍경 상(3.35), 공연

상(3.31), 스포츠 상(2.9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5 참고).

화면크기(F=103.83, p<0.00)와 콘텐츠유형(F=37.21,

p<0.00)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화면크기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몰입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 다(F=8.69, p<0.00).

사후검증으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면크기에 따라 스포츠 상(F=27.67, p<0.00), 풍경 상

(F=71.78, p<0.00), 공연 상(F=62.87, p<0.00) 간 몰입도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콘텐츠에 따른 차이는 UHD

의 경우에 스포츠 상이 풍경 상, 공연 상보다 몰입도

가 유의하게 낮았으며(F=9.67, p<0.00), UWV에서도 스

포츠 상이 풍경 상, 공연 상에 비해 낮은 몰입도를

보 다(F=39.34, p<0.00). 특히, UHD에서 풍경 상에

한 몰입도가 가장 높게나타난반면, UWV에서는 공연

상에 한 몰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2 흥미도

화면크기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 흥미로움에

한 평균 수는 UHD(3.20) 보다 UWV(3.79)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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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도 세 콘텐츠유형 모두 UHD

보다 UWV의 흥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UHD의 경우

풍경 상(3.36), 공연 상(3.35), 스포츠 상(3.03) 순으로

만족감이 높았으며, UWV의 경우에는 공연 상(4.26),

풍경 상(4.09), 스포츠 상(3.48) 순으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Fig. 5 참고).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화면크기

(F=99.71, p<0.00)와 콘텐츠유형(F=24.87, p<0.00)의 주

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에 따라

흥미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7.56, p<0.01).

사후검증으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면크기에 따라 스포츠 상(F=19.15, p<0.00), 풍경 상

(F=60.23, p<0.00), 공연 상(F=87.773, p<0.00) 모두에

있어서 흥미도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UHD의

경우 스포츠 상이 풍경 상, 공연 상보다 흥미로움 지

각이 유의하게 낮았고(F=5.17, p<0.01), UWV에서는 세

콘텐츠유형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8.43,

p<0.00).

4.2.3 수용 도

수용의도는 UHD(3.05)보다 UWV(3.76)의 평균 수

가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유형별로는 풍경 상(UHD:

3.33, UWV: 4.21)에 한 수용의도가 UHD와 UWV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연 상

(UHD: 2.92, UWV: 4.15), 스포츠 상(UHD: 2.78, UWV:

3.31)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콘텐츠에서 UHD보다

UWV의 수용의도가 높았다(Table 4, Fig. 5 참고).

분석결과, 화면크기(F=108.26, p<0.00)와 콘텐츠유형

(F=28.68, p<0.00)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여,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에 따라 수용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F=10.17, p<0.00).

사후검증으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면크기에 따라 스포츠 상(F=21.02, p<0.00), 풍경 상

(F=47.91, p<0.00), 공연 상(F=92.20, p<0.00) 모두에서

수용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UHD의 경우 풍경

상이 스포츠 상, 공연 상보다 수용의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9.14, p<0.00), UWV에서는 스포츠 상이 풍경

상, 공연 상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26.71, p<0.00).

화면크기별 수용의도의 차이는 공연 상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Contents UHD UWV

Immersion

Sports 2.96±0.70 (a) 3.38±0.80 (a)

Scenery 3.35±0.68 (b) 4.09±0.63 (b)

Concert 3.31±1.01 (b) 4.20±0.64 (b)

Total 3.16±0.69 3.74±0.72

Interesting

Sports 3.03±0.91 (a) 3.48±0.93 (a)

Scenery 3.36±0.76 (b) 4.09±0.65 (b)

Concert 3.35±0.85 (b) 4.26±0.62 (c)

Total 3.20±0.83 3.79±0.79

Intention to
Adopt

Sports 2.78±1.07 (a) 3.31±1.07 (a)

Scenery 3.33±0.99 (b) 4.21±0.82 (b)

Concert 2.92±0.88 (a) 4.15±0.92 (b)

Total 3.05±1.03 3.76±0.95

Intention to
Recommend

Sports 2.78±1.04 3.42±1.07

Scenery 3.30±1.00 4.16±0.78

Concert 2.83±0.93 4.24±0.78

Total 3.04±1.02 3.79±0.80

Note: (a), (b), (c)：Post-hoc Analysis (Scheffe)

Table 4. Comparison of Satisfaction Between UHD 

and UWV
M±SD

Immersion Interesting

Intention to Adopt Intention to Recommend

Fig. 5. Results of Interaction Effects

4.2.4 천 도

추천의도의 평균 수는 UHD(3.04) 보다 UWV(3.79)

가 높게 나타났다. UHD의 경우 풍경 상(3.30), 공연

상(2.83), 스포츠 상(2.78) 순으로 추천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UWV는 공연 상(4.24), 풍경 상(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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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3.42) 순이었다(Table 4, Fig. 5 참고).

이원분산분석결과, 화면크기(F=137.71, p<0.00)와 콘

텐츠유형(F=25.99, p<0.00)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여, 화

면크기와 콘텐츠유형에 따라 추천의도에 차이가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화면크기와 콘텐츠유형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F=16.22, p<0.00).

사후검증으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면크기에 따라 스포츠 상(F=35.46, p<0.00), 풍경 상

(F=54.89, p<0.00), 공연 상(F=135.64, p<0.00) 모두에

있어서 추천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UHD의 경

우 풍경 상이 스포츠 상, 공연 상보다 유의하게 추천

의도가 높았고(F=11.62, p<0.00), UWV에서는 스포츠

상이 풍경 상, 공연 상보다 유의하게 추천의도가 낮았

다(F=24.94, p<0.00). 화면크기에 따른 추천의도의 차이

는 수용의도와 마찬가지로 공연 상에서 가장크게 나타

났다.

5. 결론  함

UWV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실재감을 증

진시켜 실감 미디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며, 련기술들 한발 을거듭하고있다. 본연구는

재 상용화된 고화질의 UHD 상기술과 비교하여

UWV 노라마 상기술에 한 이용자의 반응을 다각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연구결과에 따

른 결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UHD보다 UWV에 한 이용자의 주 상

품질 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콘텐츠의 소

비자들이 동일한 화질일 경우, 화면이 가로로 넓은 노

라마 상을 보다 정 으로 평가한다는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 UWV는 스포츠, 공연 등 옥외행사에서

시범 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기 로 보다 다양

한 연구 상 상황에서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들의 일상 인 상콘텐츠 이용에 UWV 기술이

용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상품질 평가에 있어서 해상도뿐만 아니라 화면크기도

요한 요인으로 밝 졌으므로, 향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화면의 크기 비율을 찾아내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UHD에 비해서 UWV에 한 이용자의 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만족

도를 몰입도와 흥미도의 심리 차원과 수용의도와 추천

의도의 행동 차원으로 구성하여 측정하 는데, 모든

하 요인에서 UWV가 UHD보다 정 으로 평가되었

다. 특히 UWV에 한 이용자의 몰입도와흥미도가 높았

다는 은 차세 실감 상으로서 UWV의 가치를 확인

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실험환경이 9 의

로젝터를 통한 15M*4M의 화면 로젝션으로 이루어

진 바, 향후 실감 상을 시청하는 소형 디바이스, 가정용

디바이스 등에도 UWV가 용될 수 있을지 정 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UWV에 한 이용자 반응은 콘텐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주 상품질 평가에 있어서는 풍경

상의 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몰입도를 비롯하여

부분의 만족도 항목에서 공연 상의 수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WV에서 공연 상의 몰입도

는 UHD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화면크기에 따라 콘텐츠유형에 한 선호

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UWV 기술 활용에

있어서 효과 인 콘텐츠유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연 상과 같이 동 인 상

을 감상할 때 형 노라마 시청의 장 이 극 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는실험실에서의 통제된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험 상황의 부자연스러움이 이용자의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상 인 상시청 맥락에서도 동일

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콘텐츠유형을 포함한

후속 연구들이 뒷받침된다면 UWV를 용한 실감 상

기술의개발 폭넓은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있을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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