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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계층  분석방법을 통해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이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  수용, 정보시스템 그리고 기술수용과 련된 문헌을 토 로 IPTV 선

택요인을 크게 품질수용 요인, 사회  향 요인, 이용동기 요인, 개인 심리  요인이 네 가지로 분류하 다. 

분석결과 사용자들은 품질수용 요인을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용동기 요

인, 개인 심리  요인, 사회  향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IPTV선택에 있어서 품질수용 요인

이 상 으로 가장 요하다고 선택한 것은 IPTV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

요인에서는 이용동기 요인이 품질수용 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하 요인에서는 

이용동기의 하 요인이 상 으로 요하게 나타났다. 15개 하 요인 에서는 이용동기 요인의 하나인 

경제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편의성, 정보성, 차별성, 자기 효능감, 신성, 

상  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IPTV 이용의도를 분석함으로

써 보다 확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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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ve weight and the priority order of the selection factors for 

IPTV. To obtain the goal this paper, firstly, the selecting factors for IPTV were identified and 

conceptualized on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s. And this paper proposed the hierarchy model 

using the factor analysis on IPTV users. and utilized AHP in analysis method. Secondly, AHP 

model constructed 4 higher factors, and 15 lower factors. The higher factors were 'Quality 

Acceptance', 'Social Effect', 'Using Motive' and 'Individual Psychology'.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lative weights among factors IPTV selection were founded 

as 'Quality Acceptance(33.0%)', 'Utilization Motive(31.8%)', 'Individual Psychology(21.3%)' and 

'Social Influence(13.9%)'. Economic efficiency takes the top rank in sub-criteria included 15 

factors and than convenience, amount of information, discrimination, self-efficacy, innovation, 

relative advantage in order listed.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further researchs are needed to investigate 

intended use of IPTV on other method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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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0년  반 이블TV의 도입을 시작으로 국내 

방송 환경은 새로운 미디어의 시장 진입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2년 스카이라이 라는 랜

드로 성방송이 시작되었고 2005년 5월에 성DMB 

방송이 실시되었다. 그 해 12월 세계 최 로 지상  방

송을 이용한 모바일TV 서비스가 한국에서 개시되었으

며,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미디어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매스미디

어에서 뉴미디어 그리고 유비쿼터스(ubiquitous)미디어

를 지나 컨버 스(convergence)미디어 즉 융합의 시

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특징은 정보의 손실 없는 달이 가능하

다는 이다. 이러한 디지털의 장 은 랫폼 간 융합

을 통하여 방송과 통신의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시장 역에 참여하면서 경쟁구도를 복잡하게 만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과 통신이라는 서로 다른 네

트워크간의 서비스 역이 불분명해지고 방송사업과 

통신산업의 가치사슬이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렸던 독  우 와 진입장벽은 더 이상 산업의 보호

막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 미디어 산업의 

경쟁구도는 통신과 방송 역의 구분이 사라진 환경에

서 콘텐츠 다양성과 속도, 편의성 등의 커뮤니 이션 

기능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변

화의 상징  출발 이 IPTV이다. IPTV의 상이 부각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수용자 심의 시장성 때문이다[1]. 

기존에는 별개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던 방송  통신, 

인터넷 포털 시장이 기술  융합을 통해 단일 서비스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IPTV가 국내 방

송 상  미디어 산업에 끼칠 수 있는 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미디어 서비스 시장과 IPTV 

시장이 결합할 경우, 지상  방송을 포함해 이블 TV, 

성방송을 포함해 채 공  시장, 통신시장, 인터넷 포

털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경쟁  사업 구도

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은 기본 으로 기술  

진보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미디

어 환경변화에서 생존하기 한 사업자들의 선택의 결

과이다. 모든 산업의 구조 변동은 수익률 변동에 따라 

구조화되거나 변화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정시

장에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수평  결합이나 수직  결

합 등과 같은 구조  변화를 통해 재의 시장구조를 

유지해야 한다[2]. 

국내 성방송  DMB 방송도 구조  변화에 직면

해 있다. 디지털로 제공되는 성방송은 다른 매체보다 

많은 수의 채 , 좋은 화질과 음질, 다양한 부가서비슬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각 을 받았다. DMB 방송 

한 기에 휴 가 가능하다는 장 과 개인화된 미디어

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도 차 

개인화되고 있는 10   20  소비자들에게 가장 부합

하는 방송서비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재 성방송 

 DMB 방송산업은 출범 기 장 빛 망과는 달리 

디지털 방송산업 반이 기에 처해 있다. DMB 방송

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 자부하고 있고, 국방송이 

실시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DMB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땅한 비즈니스 가치사슬이 형성되

지 않아서 방송사업자들은 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청자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는 지속

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통신업계 입장에서 살펴보면, IPTV는 새로운 성장산

업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 수익률이 부분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IPTV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률 감소

를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PTV 활성

화를 해 KT, 하나로텔 콤, LG데이콤 등은 2008년에

만 1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3]. 그러나 과거 

성방송과 DMB 방송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의 확

와 가입자 수의 증가가 수익구조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방송과 통신산업 모두와 경쟁 구도

를 형성해야 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이러

한 경쟁구도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해서는 사용

자에 한 체계 이고 과학 인 분석이 요구된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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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신의 융합으로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미디

어 선택의 다양성이 증 되고 있으며 개별 고객을 상

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하다. 개인화된 서비

스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가장 핵심 인 경쟁우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IPTV 사업자들은 사용

자에 한 세분화되고 체계 인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

이 어떤 기 에서 IPTV를 선택하는 가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계층  분석

방법(AHP)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IPTV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들 요

인간에 요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IPTV 서비스 개념

IPTV는 인터넷 로토콜 텔 비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이다.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

보 서비스, 동 상 콘텐츠  방송 등을 텔 비  수상

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텔 비 의 

융합이라는 에서 디지털 컨버 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IPTV의 등장배경은 공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1]. 먼  공 측면에서는 첫째, 고

속인터넷의 발 으로 인한 데이터 송 속도 증가가 

IPTV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고속인터넷 속도가 100Mbps에 달해 HD  방송

이나 VOD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 완성되면 고속인터넷 서비

스를 이용한 동 상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상된다. 둘째, 기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자들

은 IPTV를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ope)를 

달성할 수 있는데 2007년 말 당시 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563만 명에 달하고 있어 규모 가입자와 네트워

크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역을 개척할 수 있다. 수

요측면에서 보면 첫째,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

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소비하는 양방향 서비스에 더욱 익숙해져 가고 있으므

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

한 IPTV와 같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 둘째, 소비자들은 TPS나 QPS와 같은 통합된 서

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화, 고속인터넷, 방송 을 통합된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받으면 요 , 할인, A/S까지 통합 으

로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4].

IPTV의 특징은 기술 인 측면과 소비자의 인지  측

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5]. 먼  기술 인 측

면에서는 첫째, 고속 인터넷망을 송수단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TV를 랫폼으로 사용한

다. 셋째, 스트리  기술  멀티캐스  기술을 통한 실

시간 다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넷째, 다양한 양

방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소비자의 인

지  측면에서는 다채 , 고화질, 양방향성, 융합성의 

네 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5].

2. 선행연구 검토

2.1 품질수용 요인

신제품의 수용과 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이론은 

크게 신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형이다. 신확산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에서는 신을 잠재  

수용자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지되는 아이디어, 사물, 개

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6]. 한 뉴미디어의 수용  

이용 행태를 설명하기 해 확산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

다[7]. 그 이후 확산이론은 정보기술의 수용과 확산과

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리 용되어 왔다. 신의 수

용과 련하여서 신제품의 상  이 , 양립가능성, 

복잡성, 분리가능성, 찰가능성, 지각된 험 등의 요

인이 신의 수용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되고 있다

[8-10]. 한편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  제품의 수용과

정을 설명하기 해 이용되는 모형이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다. [11]은 자기효능이

론과 신확산이론을 근거로 기술수용모형이론을 체계

화 하 다. 기술수용모형은 인간의 이성  행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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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형을 측하는데 을 두고 있다. Davis는 사용

자들의 정보기술에 한 태도  행동의도에 가장 향

력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라는 구 신념 변수를 제시하 다[11]. 

본 연구에서는 이들 수용  확산 이론에 사용된 변수

를 심으로 IPTV 수용요인으로 유용성, 용이성, 편의

성, 상  이 , 지각된 험의 5가지 변수로 구성하

다. 먼  유용성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

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정

의할 수 있다[11]. 따라서 사용자가 신제품을 유용하

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신제품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

다[8]. 용이성은 개인이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

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많은 노력 없이

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새로운 

기술에 한 채택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11]. 편의성

은 용이성과 유사하지만 개념 으로 분명하게 구별되

는 개념이다. 편의성은 설사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이다. 편의성

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하여 용이성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다루는 것이 상 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모든 형태의 신은 불확실성과 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신의 수용과 련한 불확실

이 지각된 험이다. 지각된 험 이론은 의사결정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불확실성

과 행동의 결과에 한 험은 신 수요에 있어서 필

수 인 부분이다[12]. 이는 지각된 험이 높은 제품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혜택을 낮추기 때문에 결과

으로 수용의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지각된 험을 낮추

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  이 은 신이 

체하는 아이디어들보다 우수한 정도로 보고 있다

[13]. 신과 련된 많은 연구들은 신의 상  이

과 신의 수용간에는 정의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8][14].

2.2 사회적 영향요인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특정한 사회  상황

에서 자신의 거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  문화를 내

부화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 개인이 받는 지각된 압력을 의미한다

[15][16]. 이러한 사회  향은 사회 인 계 속에서 

서로 간의 행 에 의해 향을 미치거나 반 로 향을 

받기 때문에 제품 구매  정보기술의 수용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 이용이나 기

술 수용의 기단계에서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7]. 사회  향을 구성하는 요인과 련해서

는 사회  향에 한 조작화가 다르고 주체가 개인인

가 조직인가에 따라서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향 요인이 주  규범, 이

미지, 가시성으로 구성된다고 본다[18]. 

주  규범(subjective norm)은 집단이나 사회의 구

성원들에게 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행동

방식으로서 한 개인의 행동에 거가 되는 요한 개인 

 집단이 자신의 행  결과에 하여 가지는 견해에 

한 인지이다[19]. 주  규범에 한 믿음은 자신의 

행동방식에 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 하는 정도에 

한 개개인의 지각을 반 하고 있다는 에서 개인이 의

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거인 는 거집단의 향을 

받게 된다. 이미지(image)는 기술 신 확산이론에서 발

된 개념으로 신 인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

로 정의할 수 있다[21]. 선행연구[22]에 따르면 사람들

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귀속화하기 하여 그 

집단의 규범  향에 반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는 주  규범과 한 련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 결과가 자

신에게 향을 미치는 거집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

치한다면 그 행 자의 집단 내에서 이미지는 강화된다. 

가시성(visibility)은 신이 조직에서 가사회되는 정도

로 조직 내에서 신 인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자가 가시 으로 드러날 정도로 두드러져 신을 보다 

더 잘 찰할 수 있다면 잠재  수용자들이 보다 더 

신을 수용할 것이라는 개념이다[23]. 따라서 가시성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용성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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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와 련

이 있다.

2.3 이용동기 요인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

는 표  이론은 이용과 충족이론이다. 이용과 충족이

론은 다양한 커뮤니 이션 상황을 설명하는데 활용되

고 있는 이론으로[24] 텔 비 , 신문, 잡지, 컴퓨터, 인

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의 이용동기  선택요인과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게 인터

넷[25-28], 모바일[29-31], DMB, IPTV를 포함한 

TV[32-35]의 세 분야로 구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32][34]를 토 로 IPTV 이용동기로 오락성, 

경제성, 정보성, 차별성을 선정하 다. 오락성은 시간을 

추구하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경제성

은 상 으로 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려는 동기이다. 

정보성은 미디어 시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자 하는 동기이다. 차별성은 자신이 선호하는 로그램

을 보거나 개인 으로 미디어를 시청하려는 동기를 말

한다.

2.4 개인심리적 요인

사용자 수용은 기술의 채택  신에 있어서 사용자 

항의 반 되는 개념이다. 신과 과련된 다수의 연구

에서 항(resistance)은 어떤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지

각되는 으로 재 상태에 한 변화의 압력을 거부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동이자 신을 수용하

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36]. 수용자 항과 련

된 기 연구에서는 신 항을 수용이나 확산의 반

 개념이 아니라 항이 극복될 때 수용이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36]. 이 연구 이후 항은 신에 한 항

에서 정보기술에 한 항[37][38], 조직변화에 한 

항[39], 소비자 불평행동[40][41] 등 다양한 분야로 확

장되어 이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자

신감을 의미한다[42]. 한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과 행동 수행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행동을 설명하

는데 있어서는 내·외  동기수 과 함께 자기 효능감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42]. 이러한 인식의 환

과 더불어 정보시스템 분야  기술도입과 련된 분야

에 자기효능감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3-47]. 

신성은 개인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지각되는 개념, 

행,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이

러한 신성을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용해 보려는 개인

의 자발  의지로 보고 있다[14]. 높은 신성을 가진 

개인은 험 감수성향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해

서 보다 정 인 지각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사용해 

보려는 의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신성은 제품 

 서비스에 한 흥미를 유발하고 그와 련된 커뮤니

이션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에 한 

사용자의 신성 정도는 제품  서비스에 한 흥미와 

함께 경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43].

3. 계층적 분석방법

계층  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간의 

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단을 통해 문

가의 지식, 직   경험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사용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48]. AHP 기법은 1970년

 Saaty에 의해 개발된 다속성 의사결정모델로서 개

인 평가요인과 함께 의사결정자의 주 인 평가

요인도 수용하는 매우 유연한 의사결정 기법으로 활용

되고 있다[49][50]. 다속성 의사결정문제는 기본 으로 

상충되는 다수의 기  하에서 최 의 안을 선택하는 

문제로서 AHP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한 분석틀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정량 인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야에서 문가들의 정성 인 지식

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 치 는 요도를 구

성하는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51]. 

계층  분석 차는 복잡한 실을 구성요소별로 분

해하고 계층화하여 보다 체계 인 이해를 도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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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문제를 보다 명확히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

결정을 내려할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요소들의 

계층화로 나눔으로써 의사결정의 계층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은 계층  분석 차에서 가장 요한 측면이다. 

AHP는 기본 으로 복잡하고 비 구조화된 상황을 하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들의 상  요성

에 한 주  단에 따라 수식화 된 가 치를 할당

하고, 가장 우선순 가 높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하

여 취해져야 할 요소를 결정하기 한 단을 종합하는 

것이다[52].

계층  분석방법의 유용성은 계량 인 의사결정변수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계량하기 어려운 질  혹은 무

형  의사결정변수에 해 비율척도로서 측정이 가능

하게 해 다는 과 막연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차 세

부 이고 구체 인 요소로 분화하여 단순한 이원비교

에 의한 단으로 의사결정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여

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계층  분석방법은 

경제학, 사회학, 경 학 분야의 비구조 인 문제를 모델

링함에 있어서 오류를 여갈 수 있는 기법이 되며 오

늘날 다수 목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의사

결정기법들  하나라고 볼 수 있다[53].

Ⅲ. 연구모형

1. IPTV 선택요인의 계층적 분류

본 연구에서는 IPTV 선택요인들의 요도와 우선순

를 계층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출하기 해 먼  기

존문헌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정요인들을 선별하고 이

를 계층, 구조화 하 다. AHP 용 차의 첫 단계는 우

선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와 련된 항목을 설정하고 평

가항목에 한 기 을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인들

을 바탕으로, IPTV 이용자 12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이 설문지는 AHP설문지와는 별개로 작

성되었으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측정된 설

문문항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상  4개의 요인과 하  15개의 요인으로 선정하 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계층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PTV 선택 요인에 대한 계층구조 

 성분

1
품질수용 
요인

2
사회  향 
요인

3
이용동기 
요인

4
개인 심리  
요인

유용성 .725 -.060 .215 .015

용이성 .687 -.041 -.058 .399

편의성 .686 .233 .110 -.099

상대적 이점 .686 -.048 .171 .229

지각된 위험 .525 -.223 .177 -.075

이미지 -.060 .879 -.067 -.050

주관적 규범 .013 .868 -.026 .019

가시성 -.059 .692 .146 -.135

오락성 -.068 -.057 .796 .245

경제성 .288 .021 .747 .196

정보성 .246 .275 .621 -.086

처별성 .357 -.144 .594 .186

자기효능감 -.009 -.038 .190 .855

기술수용 .404 .105 .090 .669

혁신성 -.039 -.342 .209 .648

고유값 3.936 2.422 1.559 1.247

분산(%) 26.241 16.149 10.392 8.313

누적(%) 26.241 42.389 52.782 61.094

표 1. 요인분석 결과

상 요인으로는 품질수용 요인, 사회  향 요인, 이

용동기 요인, 개인심리  요인을 선정했으며, 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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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인 하 요인 주요 평가 내용 선행연구

이용동기

요인

오락성

기분전환과 건강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

서 IPTV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기분

전환 및 재미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34],

[35]

경제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

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

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25],

[26]

표 3. IPTV 선택요인에 대한 개념 및 주요내용(이용동기 요

인, 개인심리적 요인)

으로는 유용성, 용이성, 편의성, 상  이 , 지각된 

험, 이미지, 주  규범, 가시성, 오락성, 경제성, 정보

성, 차별성, 자기효능감, 심리  수용, 신성을 제시하

다. 우선 IPTV 선택요인의 상 요인에 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질수용 요인은 IPTV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콘텐츠  IPTV 시청기기와 련된 것들

을 말하며, IPTV룰 이용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편

리성,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사회  향 요인은  

IPTV를 사용과 련하여 내가 나와 련 있는 주변 사

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압력을 말하며, IPTV를 사용하

는 것과 련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나의 

이미지 증 나 나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변 사

람들의 생각, 주변 사람들이 IPTV를 보유하고 사용하

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용동기 요인은 IPTV를 이용

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혜택이나 이익 등을 말하며, 

IPTV를 통해 오락 인 만족, 경제 인 이익, 다양한 지

식획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  요인은 IPTV와 같은 특정 

기술이나 신제품에 한 개인  생각이며, 새로 나온 

제품에 한 자신감, 변화, 신기술 습득 등을 말한다. 이

와 같은 상  요인을 바탕으로 하 요인에 한 주요 

내용  개념은 [표 2]와 [표 3]과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IPTV를 선택함에 있어서 요하게 고

려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해 구 경북지역의 

IPTV 이용자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상은 IPTV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재에도 IPTV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

고 있는 사용자 는 IPTV 서비스에 해서 기본 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단되는 사용자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

표하여 121부를 회수하 으며, 이  응답이 락되거

나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10부를 본 연구의 분석을 

해 사용하 다. 선정요인의 계층  분석을 해서는 

Expert Choice사의 AHP 용 소 트웨어 패키지로 개

발된 Expert Choice 2000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 다.

상 요인 하 요인 주요 평가 내용 선행연구

품질수용

요인

유용성

IPTV를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사용자가 인지

하는 것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

서 IPTV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11],

[23]

용이성

IPTV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의 믿음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

서 IPTV를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11],

[14],

[20] 

편의성

IPTV 설치가 간편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내가 원하

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54]

상대적 

이점

IPTV가 기존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IPTV를 선택

하는데 있어서 IPTV가 기존 TV보다 많

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8],

[10],

[13]

지각된 

위험

IPTV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

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생각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IPTV를 잘

못 사용하여 IPTV이용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12]

사회적 

영향

요인

이미지

IPTV를 수용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사회

적 지위나 이미지가 증대 혹은 강화되

는 정도이며, 내가 IPTV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IPTV를 사

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18],

[21]

주관적 

규범

자신의 준거가 되는 중요한 개인 및 집

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지는 견해

이며, 내가 IPTV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18],

[20]

가시성

IPTV를 통한 혁신이 주위에서 가시화

되는 정도이며, 내가 IPTV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IPTV를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7],

[18],

[21]

표 2. IPTV 선택요인에 대한 개념 및 주요내용(품질수용 

요인, 사회적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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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새로운 지식과 풍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정도이며,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IPTV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지식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33],

[34]

차별성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IPTV를 선택

하는데 있어서 나의 기호에 따라 내

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33],

[34]

개인심리적

요인

자기

효능감

기술 및 제품을 조작하고 문제를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

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이며, 새로 나

온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용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42],

[46]

심리적 

수용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에서 정보기술

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사용자가 

취하는 긍정적 반응이며,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36],

[37],

[41],

[44]

혁신성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해보려는 개

인의 자발적 의지이며, 주위사람들에 

비해 신기술에 대해 빨리 배우는 것

을 의미한다.

[14],

[43]

Ⅳ. 분석결과

1. AHP 일관성 검증결과

AHP 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요소들 사이의 

상  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각 개인별 단성의 오

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 으며, 다수 설문자의 의

견을 가 치로 종합하기 해서 기하평균을 활용하

다. 본 연구의 IPTV 선택요인에 한 각 계층별 요도

에 한 C.R.값은 [표 4]와 같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C.R.값은 ‘IPTV의 선택요

인’이 0.01, ‘품질수용 요인’이 0.01, ‘ 사회  향 요인’

이 0.00, ‘이용동기 요인’이 0.01, ‘개인 심리  요인’이 

0.00으로 AHP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치 0.1보다 

낮은 값으로서 신뢰성 측정의 기 치를 만족시키고 있

다고 볼 수 있다(Saaty, 1982).

구분 CR
상위 요인 IPTV 선택요인 0.01

하위 요인

품질수용 요인 0.01

사회적 영향 요인 0.00

이용동기 요인 0.01

개인심리적 요인 0.00

표 4. 일관성 검증

2. 중요도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된 AHP 계층 모형에 속한 개별 요

인들을  비교하여 각 요인별 가 치( 요도)를 계

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15가지 선택요인별 체 

요도 평균  순 를 [표 4]에 제시하 다. 경제성

(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편의성(8.6%), 정보성

(8.2%),의 순서로 나타났다. IPTV 선택요인  상

으로 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다는 것이 가장 요한 반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이 IPTV를 보유하는 것은 상 으로 낮

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요인 간의 상  요도와 우선순 는 상 요

인의 경우 ‘품질수용 요인(0.330)’ > ‘이용동기 요인

(0.318)’ > ‘개인 심리  요인(0.213)’ > ‘사회  향 요

인(0.139)’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  선택요인의 요도

와 우선순 는 ‘경제성(9.7%)’ > ‘편의성(8.6%)’ > ‘정보

성(8.2%)’ > ‘차별성(7.8%)’ > ‘자기 효능감(7.7%)’ > 

‘ 신성(7.7%)’ > ‘상  이 (7.4%)’ > ‘용이성(6.2%)’ 

> ‘오락성(6.2%)’ > ‘이미지(5.8%)‘ > ’심리  수용

(5.8%)’ > ‘유용성(5.7%)’ > ‘지각된 험(5.0%)’ > ‘주

 규범(4.1%)’ > ‘가시성(4.0%)’ 의 순으로 상  

요도가 나타났다.

상 요인
상
요도

우선
순

하 요인
상  
요도

우선
순

품질수용 

요인
0.330 1

유용성 0.172 12

용이성 0.187 8

편의성 0.262 2

상대적 이점 0.226 7

지각된 위험 0.152 13

사회적 영향 

요인
0.139 4

이미지 0.419 10

주관적 규범 0.297 14

가시성 0.284 15

이용동기

요인
0.318 2

오락성 0.193 9

경제성 0.305 1

정보성 0.256 3

차별성 0.246 4

개인 심리적

요인
0.213 3

자기 효능감 0.363 5

심리적 수용 0.275 11

혁신성 0.362 6

표 5. IPTV 선택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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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개인들이 계층  분석방법을 통해 

IPTV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  수용, 정보시스템 그

리고 기술수용과 련된 문헌을 토 로 IPTV 선택요

인을 크게 품질수용 요인, 사회  향 요인, 이용동기 

요인, 개인 심리  요인 등 네 가지로 분류하 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품질수용 요인을 가장 요하게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용동기 요인, 개

인 심리  요인, 사회  향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IPTV선택에 있어서 품질수용 요인이 상

으로 가장 요하다고 선택한 것은 IPTV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컨버 스 미디어로 기존의 방송이나 통

신의 진 인 변화와는 비교되지 않는 많은 장 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은 이 의 방송과 통신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IPTV의 혜익을 얻기 한 에서 

IPTV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 요인의 

요도  우선순 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 요인에서는 이용동기 요인이 품질수용 요

인에 이어 두 번째로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하

요인에서는 이용동기의 하 요인이 상 으로 요하

게 나타났다. 15개 하 요인 에서는 이용동기 요인의 

하나인 경제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편의성, 정보성, 차별성, 자기 효능감, 신

성, 상  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도  우선순

가 높게 나타난 하 요인도 상 요인과 마찬가지로 

IPTV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방송  통신 분야에서 수 많은 발 과 진보를 거듭

하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 출 이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성방송이나 DMB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출시 기 시장의 망과 달리 많은 어려움

에 직면하 다. 이것은 제품  서비스에 근원 인 문

제 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분

하게 반 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용자 심의 

에서 서비스  혜익의 우선순 를 고려하여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IPTV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을 제공

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분한 네 가지 상

요인 에서 품질수용 요인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선

택되었다. 따라서 IPTV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IPTV

의 서비스  품질이 기존의 성방송이나 DMB와 뚜

렷한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IPTV

수용과 확산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두 을 구분하

여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에 고객가입을 유도하

기 해서는 상 으로 렴한 비용을 강조하는 것이. 

즉 기존의 제품에 비해 상 으로 렴한 비용으로 많

은 혜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한다. 그리고 

수용 이후 지속  이용을 유지하기 해서는 매스 커스

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과 경쟁 기업과 차

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 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차

후 연구를 한 제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

구의 한계 은 첫째, 방법론  한계에 따라 모든 선택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랜드 련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다 차원  에

서 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평

가 요인을 도출하 지만 IPTV사용자만을 상으로 

하 다. 따라서 문가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다

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문가 조사

를 병행하여 비교연구를 한다면 보다 많은 시사 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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