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 smartphones and tablets are drastically spreading, mobile IPTV service becomes very important emerging issue 

in addition to existing DMB broadcasting, and the consumption of personalized multimedia services is increasing in 

the mobile Internet environment. While the previous research focuses on influencing factors of the initial  acceptance 

intention  of the mobile IPTV Service,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continuous use intention of 

the mobile IPTV service which has become one of core services in the mobile environment. The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could be derived on the basis of four referent theories (that is, mobile service quality 

model (MOBISQUAL), post acceptance model (PAM),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ECT) and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e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for 278 

respondents. Twelve ones of fifteen hypothes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dopted from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es using Smart PLS 3.0.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mobile IPTV service. And the practical contribution 

is to provide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managing the service quality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mobile 

IPTV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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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IPTV 서비스는 기존 IPTV 시스템을 이

용하여 무선통신 이동단말에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

스로서(Lee and Park, 2010), 서비스 제공품질이 

보장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상, 데이터(Data), 음성 등의 콘텐츠를 IP 

방식으로 이동형 단말을 통해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Lim et al., 2011). 모바일 

IPTV 서비스는 기존 IPTV에 이동성 기능을 추가

한 서비스로서 DMB방송 서비스와 비슷하며, 3G

보다 데이터 송속도가 5배 이상 빠른 LTE의 상

용화와 함께 기존에는 구 할 수 없었던 HD  고

화질 동 상 같은 용량 데이터 송이 가능해진 

모바일 환경에서 등장하 으며(Trend Knowledge 

Dictionary, 2013),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화

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모

바일 IPTV 서비스에 한 수요도 지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Jang et al., 2012).

시청률조사업체(TNmS)가 2013년 9월부터 한 달

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는 PC로 TV

를 시청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인기 있는 로

그램을 체 시청자의 71%가 TV로, 25%가 스마

트폰으로, 4%가 PC로 시청한다고 응답하 다. 이

는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시청 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Device)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

스인 IPTV 실시간(real-time) 방송이 2008년 11

월에 상용화 된 이후 다음단계로 모바일 IPTV 서

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im, 2014).

기존의 IPTV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IPTV 

랫폼 자체의 속성에 을 두고 IPTV 보   수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거나 IPTV 서

비스에 한 이용자의 행태 연구가 부분이었다

(Cho and Kim, 2014).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 

행태에 한 연구는 주로 DMB를 이용하는 행태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Nam, 2007), 모바일 IPTV 

서비스에 국한된 연구가 아닌 모바일 환경의 미디

어 이용행태와 련한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추가 인 이용행태 분석을 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고 단된다(DMC Report, 2013; Kim, 

2016).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이용행태에 있어서 서비

스에 한 지속 인 이용은 모바일 IPTV에 실시간 

채  재 송을 하면서 안정 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방송사 등 체 

미디어 시장에도 정 인 효과를 낼 것으로 망

된다(Kim, 2014). 특히, 인터넷 뱅킹과 같은 자

상거래 환경에서 기업은 고객과의 지속 인 거래

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한 체계 인 략 수립

이 필수 이며, 기존 고객과 지속 으로 좋은 계

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보완  서비스 혹은 상품의 

추가 구매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Jung, 2010) 은 

비용으로 매출을 지속 으로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매우 요하다(Chea and 

Luo, 2008).

뉴미디어 련 연구의 기에는 채택의도와 수

용에 한 측면에 많은 심을 갖지만 가입자 규

모가 커지고 성장기에 이르러 시장의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에 한 지속  이용여

부가 요해진다. 모바일 IPTV 서비스 역시, 온라

인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자간의 진

입이 용이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업자마다의 

시장방어와 가입자 규모 확 를 한 마  강화

가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회원을 확보 하 는

가’에서 해당 회원이 ‘서비스에 만족함으로써 얼마

나 지속 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가’의 개

념이 더 요해지고 있다(Kim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IPTV 서비

스를 경험한 이용자들을 상으로 모바일 IPTV 

서비스에 한 지속 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이론 으로 도출하고 실증 으로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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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 연구

사용자는 무선 속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유롭게 

IPTV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다른 무선 속 구

간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IP 계층에서의 핸드 오

버와 같은 서비스 연속성 보장기술을 통해 IPTV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Park, 

2009).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한 분야인데, Lim et al.(2006)은 모바일 서비스 품

질 구성 차원을 가격, 네트워크, 데이터, 결제, 고객 

서비스 등 5가지 차원으로 제시하 고 Kim and 

Oh(2006)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기능 품

질, 사용 품질, 시스템 품질  성과품질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기능 품질에는 반응성과 공감

성을, 사용 품질에는 디자인과 편리성을, 시스템 

품질에는 처리 속도와 보안성을, 성과 품질에는 정

보 품질과 이동성 등으로 각 하  요인을 제시하

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

로,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측정 도구

(MOBISQUAL)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국

내에서 개발된 MOBISQUAL이라는 모바일 인터

넷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가 상당수 연구자들에 의

해 사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만의 특

성을 품질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Heo 

et al., 2010; Lee and Kim, 2011). 이에 Lee et al. 

(2009)은 Brady and Cronin(2001)이 제시한 서비

스품질 계 구조 모형과 Rust and Oliver(1994)

의 분류차원, 기본차원, 하 차원의 3차원 모형으

로 구성된 MOBISQUAL을 <Table 1>과 같이 제

시했다.

MOBISQUAL의 분류 차원은 서비스 상품(Ser-

vice Product), 서비스 달(Service Delivery)  

서비스 환경(Service Environment)의 3가지로 나

뉘며, 기본차원은 산출물 품질(Outcome Quality)과 

유동  상호작용 품질(Fluid Interaction Quality), 

정황  상호작용 품질(Contextual Interaction Qua-

lity)과 서비스스 이  품질(Servicescape Quality)

로 나뉜다. 한 각각의 기본차원은 2～3가지의 하

차원으로 나뉜다.

Category Division Section

Service 
Product

Outcome Quality
Playfulness

Fulfillment

Service 
Delivery

Fluid Interaction 
Quality

Ubiquitous 
Connectivity

Responsiveness

Contextual 
Interaction Quality

Personalization

Contextual 
Usefulness

Service 
Environment

Servicescape 
Quality

Ease of Use

Design

Security

<Table 1> Structural Concept of MOBISQUAL

Source : Lee et al.(2009).

2.2 이성  행동이론(TRA)

Fishbein and Ajzen(1975)은 이용과 충족욕구의 

한계 을 극복하고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 에 한 

측성을 높이기 해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제안하 다.

Fishbein and Ajzen(1975)에 따르면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행동은 행동을 수행하

려는 행동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동의도는 개

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  규범(Subjec-

tive Norm)  태도(Attitude)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행동의도란 인간이 수행하려는 특정행 에 

한 의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뜻하며, 행동에 

한 태도는 행 를 수행하는데 개인이 가지는 

정  는 부정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  규범은 개인이 특정 행 의 수행여부에 

해 특정인들로부터 사회  압력을 느끼는 정도

를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Ajzen, 1992; Park, 

2007에서 재인용), 합리  행동 이론(TRA)에서는 

사회  향을 설명하기 해 주  규범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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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AM(Davis, 1989)

<Figure 1> TRA(Fishbein and Ajzen, 1975)

하고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즉, 주  규범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단

계에 향을 미치는 사회  압력으로서(Shin, 2010), 

이를 정보기술 수용의 으로 해석하면 어떤 정

보시스템 등의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것

에 한 결정에 미치는 사회 인 압력의 인지 정도

를 의미한다(Ajzen, 1991).

한, 주  규범은 자신이 포함된 거집단

(reference group)내에서 자신의 행동에 한 

단을 의미하며 자신에게 요한 향을 미치는 사

람 는 그룹의 행동을 따를 지 결정하게 되는 개

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련된 연구

인 Venkatesh and Davis(2000)의 연구에서 거

집단의 규범을 따르는 사회  향을 순응(Com-

pliance)으로 설명하 다. 여기서 순응이란개인이 

속한 집단(사회)이 요구하는 행 에 해 별다른 

항 없이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미칠 향(불이익)을 감소시키기 

해 행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2.3 기술수용모델(TAM)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은 Davis(1989)의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으

로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신기술 

수용여부를 측하는데 용이한 모델로 개인이 정보

기술을 수용하는 행 에 한 이해를 요시하 다

(Davis et al., 1989; Taylor and Todd, 1995; 

Karahanna et al., 1999; Wixom and Todd, 2005).

Davis(1989)의 연구에서 이메일과 편집기, 그래

픽 소 트웨어 2개를 포함한 응용시스템(총 4개)에 

한 수용여부를 총 152명의 사용자를 상으로 수

행한 결과, 응용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직

무성과가 좋아질 것이라 믿는 정도에 따라 시스템

의 수용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주요 요인

으로 제시된 지각된 이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지각된 이용 용이성 이란 ‘특정한 시스템

의 사용하기 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둘째,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

의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개인의 신념’으

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TAM)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있어

각 요인 간에 인과  계를 제시하 고, 조직

인 차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하여 도입한 새로운 

기술에 한 이용자의 기술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정보시스템의 

활용, 뉴미디어 채택 등의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 

되고 있으며 주로 기술수용모델(TAM)은 새로운 

기술에 한 수용의도 련한 실증 인 연구에서 

지속 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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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AM2(Venkatesh and Davis, 2000) <Figure 4> ECT(Oliver, 1980)

2.4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는 ETAM)

Davis(1989)의 TAM이 발표된 이후 기에는

TAM을 지지 하거나 변수들의 측정지표를 재확

인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연

구들은 TAM에서 제시한 핵심 변수(지각된 유용

성, 지각된 이용 용이성)에 한 측정지표의 타당

성 평가 연구의 을 두었으며, 주로 단순한 정

보기술들을 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최근 연구들은 기존 TAM에 향을  수 있는 

외부 변수를 제시하는 연구들이며, TAM의 핵심 

변수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

들을 규명하여 정보기술 수용에 한 사 인 

측력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Jung, 2009).

이에 한 표  연구로서 Venkatesh and Davis 

(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 TAM 모델에 TRA의 

이론  개념인 이미지(Image)와 주  규범(Sub-

jective Norm), 업무 합성(Job Relevance), 출력

품질(Output Quality), 결과 시연성(Result Demon-

strabillity)의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2 

는 ETAM)을 제시하 으며, TAM2 모델의 세

부내용은 <Figure 3>과 같다. 

그 밖의 TAM2(ETAM)에 한 주요 연구로서 

Moon and Kim(2001)의 연구가 있는데, 정보기술

의 수용에 있어서 내/외부  동기를 구분하여, 개인

의 내부  동기에 을 두고 웹 사용 시 기존 

TAM에 지각된 즐거움이 추가된 확장모형을 제시

하 다. 한 Pavlou(200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가 자상거래를 수용하는데 TAM에 신뢰  험 

변수들을 포함시킨 통합  모형을 제시하 다. 한

편, TAM에 근거했던 실증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조직 구성원의 이용 의사와 련된 태도의 측력, 

그리고 정보기술 시스템의 유용성  용이성에 

한 인식과 이용 의사를 매개하는 태도의 역할이 일

되게 검증되지 않았다(Ortega Egea and Román 

González, 2011). 

2.5 기 일치이론(ECT)

기 일치이론(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 

ECT)은 마  분야에서 고객의 만족과 행 를 설

명하기 해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다(Oliver, 1980). 

제품 는 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사 에 가졌

던 기 와 비교하여 만족을 단하는데 이러한 기

의 개념은 Tolman(1932)가 제시한 기 이론으로부

터 유래된 것으로 일반 으로 제품 는 서비스가 

제공할 것으로 생각 되어지는 소비자들의 신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제품 재구매와 서비스 지속

상황과 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이론이며, 

소비자의 사  기 와 실제 제품의 성과간의 일치 

혹은 불일치 정도가 소비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게 

되고 재구매 의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Oliver(1980)의 기 일치이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Figure 4>와 같다. Oliver(1980)는 기 일치이론

에서 만족을 최 의 기 와 불일치의 가산  함수로 

제안하 는데, 이는 일치뿐만 아니라 기  역시 만

족을 결정하는 데 직 인 향을 미침을 의미한

다. 기 일치 이론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은 구매  

기 와 구매 후 평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기  

수 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정  불일

치라 하고 기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단

순한 일치라 한다. 마지막으로 기 에 미치지 못하

는 성과가 나타난 경우 부정  불일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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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후기 기술수용모델(PAM)

Bhattacherjee(2001a, 2001b)는 기존의 서비스 

분야의 기 일치이론과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수용

모델에 이론  토 를 두고, 정보기술 사용자의 

기술 수용 후 행동을 체계 으로 악하기 한 

거모델로 후기 기술수용모델(Post Acceptance 

Model : PAM)을 제안하 다.

Bhattacherjee(2001b)가 제안한 후기 기술수용

모델(PAM)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험을 토 로 형성되는 인식도를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기 일치(충족)도(Con-

firmation), 만족(Satisfaction), 지속 인 사용의도

(Continuance Intention) 등 4가지로 구체화하고, 

이들 각 요인간의 상호 향 계를 실증 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이론  틀(framework)로써 <Figure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Bhattacherjee(2001b)는 Oliver가 경 정보 

 마  련분야에서 주장했던 사  기 와 사

용자 만족간의 정/부정의 일치가 구매 후 사용

자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정보시스템 분야

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용하 다.

Bhattacherjee가 PAM을 제안한 후, 다수의 연

구에서 정보기술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유

용하게 활용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 TAM의 경우 

기 IT 이용이나 수용에 을 둔 반면 장기간의 

IT 이용  지속의도에 해서는 설명이 어려운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을 보완하기 해 실제 

사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나 행동을 

설명하기 해 ECT의 을 보완한 모델이 후기 

기술수용모델(PAM)이라고 할 수 있다.

Thong et al.(2006)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

경에서 정보기술의 지속  사용의도와 이용자의 수

용 후 믿음 간의 계를 연구하 다. 제안된 연구모형

에 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모형 내의 모

든 요인간의 계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Kim and Malhotra 

(2005), Lippert and Forman(2005), Lin et al.(2005), 

Roca et al.(2006), Kim(2007), Chea and Luo(2008) 

등 PAM에 이론  근거를 둔 다수의 연구들이 수

행 되었으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 

후 행동과 그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과 유

용성이 확인되었다.

<Figure 5> PAM(Bhattacherjee, 2001b)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성  행동

이론(TRA),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질요인(MOBI-

SQUAL), 기술수용모델(TAM, TAM2), 기 일치

이론(ECT), 후기 기술수용모델(PAM) 등의 이론

을 근거로 하 다. 즉, 모바일 IPTV 서비스도 모

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한 분야이므로 기존의 연

구들에서 제시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질요인

(MOBISQUAL)의 4가지 구성개념인 산출물 품질

(Outcome Quality), 유동  상호작용 품질(Fluid 

Interaction Quality), 정황  상호작용 품질(Con-

textual Interaction Quality), 서비스스 이  품질

(Servicescape Quality)을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으로 보아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이성  행동이론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포함

된 변수인 주  규범(Subjective Norm) 한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 한편, 기 일치이론(ECT) 

 후기 기술수용모델(PAM)에 근거하여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기 일치(Confir-

mation), 만족(Satisfaction)을 매개변수로, 지속

인 이용의도(Continuance Intention)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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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earch Model

변수들 간의 계는 기 일치이론(ECT)  확

장된 기술수용모형(TAM2)에서 규명한 산출물 품

질과 지각된 유용성  기 일치(충족)간의 계에 

근거하여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과 지각된 

유용성  기 충족간의 계를 추론하 다.

한 TAM2에서 주  규범이 지각된 유용성 

 지속 인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계와 후

기 기술수용모델(PAM)에서 제시된 기 충족이 지

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 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계를 바탕으로 주  규범,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  이용의도간의 계를 추론하 다. 이상

과 같은 5가지 거이론들의 계에 한 추론과정

을 통하여 <Figure 6>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아래

와 같은 연구가설을 추론, 도출하 다. 

3.2 연구가설

3.2.1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계

Venkatesh and Davis(2000)는 TAM2에서 결과

품질(Output Quality)이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

하 으며, Kim and Choi(2009)의 연구에서 IPTV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으로 규명

하 다.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개방형 업 

랫폼에 한 연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Jo et al.(2011)은 EDI 정보시스템의 성공 모형에 

한 연구에서 EDI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을 제시하

고, 각 품질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

이상의 연구들을 근거로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 될 수 있다.

H1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산출물 품

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유동  상

호작용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정황  상

호작용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서비스스

이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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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과 기

일치간의 계

Bhattacherjee(2001a)는 새로운 정보기술 기반

의 상품 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에 이용자가 가

지고 있는 사  기 와 실제 사용을 통한 일치 

는  불일치 정도가 이용자의 이용 경험에 한 만

족에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Roca et al.(2006)는 정보품질 요인이 기 충족

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실증 으로 규명

하 으며, Cho and Choi(2011)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자의 지각된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서비스 품질이 

기 충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근거로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이 기 일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이 설정 될 수 있다.

H5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산출물 품질

은 기 일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유동  상

호작용 품질은 기 일치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7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정황  상

호작용 품질은 기 일치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8 : 모바일 IPTV 서비스 품질요인의 서비스스

이  품질은 기 일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주  규범과 지각된 유용성  지속 인 

이용의도간의 계

사회  향(주  규범, 이미지, 가시성, 자발

성 등)이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쳐 사용 의도

에 직․간 인 향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Venkatesh and Davis, 2000; Lopez-Nicolas et al., 

2008; Kim et al., 2009).

Venkatesh and Davis(2000)는 주  규범 등 

외부  향 혹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는 내재화 혹은 

자기합리화 과정을 통해 사용 용이성이나 유용성의 

인지에는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주  규범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모바

일 데이터 서비스, 재무 서비스, 상거래 서비스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Kleijnen et al., 

2004; Pedersen, 2005; Hong and Tam, 2006).

Lopez-Nicolas et al.(2008)에서는 모바일 인터

넷, 데이터,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  규범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

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근거로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주  규범이 지각된 유용성  지속

인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이 설정 될 수 있다.

 H9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주  규

범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0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주  규

범은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지속 인 이

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지각된 유용성, 기 일치, 만족  지속

인 이용의도간의 계

경 정보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정보시

스템 환경에서 기 에 한 일치 정도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  사용자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침을 밝혔다(Thong et al., 2006; Kang 

and Kim, 2009; Jung and Jung, 2012).

Jang et al.(2012)의 연구에서 모바일 IPTV 서

비스 사용자 만족의 핵심요인이 사용자의 통신 서

비스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과 성별의 조 효

과를 가지는 것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스마트폰 련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정보들과 

서비스, 융거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

하고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and Choi, 

2011; Son and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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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1989)의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되며 인지한 유용성은 사용

자 만족과 지속사용 의지에 정(+)의 향을 미쳤다.

Bhattacherjee(2001a)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

터넷 서비스에서의 만족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에 해 사 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과 경험이 

복합 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 수용 후 행동은 마 에

서의 구매 후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사용을 지속하거나 단하는 수용 후 행동에서 매

우 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게 된다고 하 다. 

한, 다른 연구에서는 유용성이 지속사용 의도에 

있어 강력한 결정요인임을 규명하 다(Venkatesh 

and Davis, 2000; Battacherjee, 2001a).

이상의 연구들을 근거로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 기 일치, 만족  지속

인 이용의도간의 계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이 

설정 될 수 있다.

H11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기 일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

성은 모바일 IPTV 이용자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기 일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

성은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지속 인 이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5 :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 만족은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지속 인 이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 분석

4.1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상으로 온/오 라인 조사

로 진행되었으며, 총 280부가 회수 되었으며,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결과(2부)를 제외한 278부를 실

증분석에 이용하 다.

설문 문항은 7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

여 개발하 으며, 수집 자료에 한 통계분석 방

법은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에 의하 다. SMART PLS(구조방정식모델

링 기법)는 표본분포 련하여 정규분포의 제약조

건이 없고(Chin, 1998), 내생변수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용에 

합할 것으로 단하 다(Gefen et al., 2003).

4.2 변수의 조작  정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각 

변수별 측정지표들의 설정은 련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목 과 내용에 맞

도록 수정, 보완 하 다. 변수별 조작  정의를 제

시하면 <Table 2>와 같다. 이러한 조작  정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IPTV 서비

스 품질요인의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4.2.1 결과 품질

(유희성)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다.

(충족성)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

츠가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

츠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

츠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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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s of Variables References

Outcome 
Quality

Playfulness The extent to which mobile IPTV services are enjoyed by users
Heo et al.(2010)
Lee et al.(2009)Fulfillment

The extent to which mobile IPTV service users have been faithfully 
provided with desired services

Fluid 
Interaction 
Quality

Ubiquitous 
Connectivity

The extent to which users of mobile IPTV services ar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real time without any restriction of time 
or space Heo et al.(2010)

Lee et al.(2009)

Responsiveness
The extent to which mobile IPTV service users are responded quickly 
and appropriately to requirements or problems

Contextual 
Interaction 
Quality

Personalization
The extent to which mobile IPTV service users are provided with 
customized services that meet their preferences and needs Taylor and Todd(1995)

Kim and Oh(2006)Contextual 
Usefulness

The extent to which users of mobile IPTV services are appropriately 
provided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or services)

Servicescape 
Quality

Ease of Use
Consistency and ease of use of mobile IPTV service execution screen 
or usage method

Lee et al.(2009)
Heo et al.(2010)

Design
The degree of attractiveness of the screen that provides mobile 
IPTV service

Security
The degree to whic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faithfully 
implemented when using mobile IPTV service

Subjective Norm
The extent to which groups or people who affect me think that 
I should use mobile IPTV services

Fishbein and Ajzen
(1975)

Perceived Usefulness
The degree to which information provided by mobile IPTV services 
is believed to be valuable and beneficial.

Davis(1989)
Venkatesh and 
Davis(2000)

Confirmation
The user’s perception of the expected level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ation of the mobile IPTV service before and after the actual 
use

Bhattacherjee(2001a, b)
Chea and Luo(2008)
Roca et al.(2006)

Satisfaction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that users perceive after using mobile 
IPTV service

Oliver(1980)
Bhattacherjee(2001a, b)

Roca et al.(2006)

Continuance Intention Intent to continue to use mobile IPTV services
Bhattacherjee(2001a, b)
Thong et al.(2006)
Roca et al.(2006)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s of Variables

4.2.2 유동  상호작용 품질

(유비쿼터스 속성)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속할 수 있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내 필요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반응성)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 

발생 시 문의사항 등에 신속하게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 

발생 시 문의사항 등에 하게 응답을 얻을 

수 있다.

4.2.3 정황  상호작용 품질

(개인화)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내 요구에 맞는 서비

스 주문이 가능하다.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내가 특별한 고객으로 

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지각된 정황  유용성)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내가 있는 장소를 고

려하여 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내가 심 있는 유용

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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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서비스스 이  품질

(사용 용이성)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사용 방법을 배

우는 것이 쉽다.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나에게 

간편하고 배우기 쉬운 어 이다.

∙모바일 IPTV 서비스를 통해 내가 원하는 정

보를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Device(스마트폰, 패드 등) 조작 방법을 배우

는 것은 쉽다.

(디자인)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체  분 기나 

화면의 조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화면의 그림과 

씨가 보기에 멋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메뉴의 형태나 구

성의 일 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안 성)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유료서비스 사용을 

한 결제 시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에 한 

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나의 라이버시

를 보호하기 한 한 보안장치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사용 시 해킹에 

해 안 하다고 생각한다.

5. 연구 결과

5.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실증분석을 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3>과 같으며, 설문응답자 278명  남성

은 152명으로 체 응답자의 55%, 여성은 126명

으로 체의 45%를 차지하 다. 응답자 연령 분

포는 체 응답자의 45%가 40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 분포는 학생과 자 업이 각 22.7%,  

25.9%를 차지하 다. 한, 최종학력 분포는 응답

자의 54.7%가 졸이 차지하 다.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52 54.7

Female 126 45.3

Age

10～19 44 15.8

20～29 50 18.0

30～39 59 21.2

40～49 67 24.1

50～ 58 20.9

Job

Student 63 22.7

Employee 14 5.0

Sales 11 4.0

Official 17 6.1

Individual Proprietor 72 25.9

R&D 14 5.0

Technical Job 5 1.8

Specialized Job 21 7.6

Homemaker 35 12.6

Others 26 9.4

Education

High School 27 9.7

College 65 23.4

University 152 54.7

Graduate School 34 12.2

<Table 3> Demographic Statistics

5.2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 간 내  일 성을 검증

하기 하여 Cronbach’s Alph 계수를 이용해 그 

값이 0.6 이상일 때, 척도에 신뢰성이 존재하는 것

으로 단하 고(Hair et al., 1998), 구성개념 타당

성을 통해 구성개념을 측정도구가 실제로 하

게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 다(Van de Ven and 

Ferry, 1980).

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

lysis : CFA)을 통하여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

을 검증하 다(Gefen and Straub, 2005). PLS를 

활용한 신뢰성, 집 타당성  별 타당성의 검

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 OQ FIQ CIQ SQ SN PU CM ST CI alpha CR AVE

OQ

OQ1 0.772

0.778 0.869 0.902 0.605

OQ2 0.804

OQ3 0.671

OQ4 0.794

OQ5 0.781

OQ6 0.836

FIQ

FIQ1 0.715

0.657 0.797 0.810 0.873 0.634
FIQ2 0.760

FIQ3 0.845

FIQ4 0.858

CIQ

CIQ1 0.805

0.731 0.725 0.838 0.859 0.904 0.702
CIQ2 0.825

CIQ3 0.852

CIQ4 0.869

SQ

SS1 0.657

0.734 0.709 0.706 0.719 0.898 0.914 0.517

SS2 0.702

SS3 0.724

SS4 0.662

SS5 0.802

SS6 0.707

SS7 0.788

SS8 0.721

SS9 0.732

SS10 0.682

SN

SN1 0.831

0.573 0.479 0.546 0.506 0.851 0.873 0.913 0.724
SN2 0.869

SN3 0.858

SN4 0.845

PU

PU1 0.827

0.715 0.602 0.689 0.675 0.673 0.818 0.900 0.924 0.670

PU2 0.756

PU3 0.875

PU4 0.881

PU5 0.812

PU6 0.748

CM

CM1 0.873

0.704 0.577 0.650 0.709 0.560 0.788 0.895 0.917 0.942 0.802
CM2 0.915

CM3 0.908

CM4 0.884

ST

ST1 0.854

0.776 0.627 0.669 0.781 0.543 0.782 0.839 0.878 0.925 0.944 0.771

ST2 0.902

ST3 0.875

ST4 0.887

ST5 0.870

CI

CI1 0.856

0.721 0.557 0.592 0.644 0.666 0.767 0.716 0.779 0.853 0.906 0.930 0.728

CI2 0.894

CI3 0.852

CI4 0.815

CI5 0.847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ote :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mposit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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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간 내 일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복합신뢰도(Composite Scale Reliability Index : 

CR) 0.70 이상,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 0.50 이상이어야 한다(Werts 

et al., 1974; Fornell and Larcker, 1981; Chin, 

1998). 분석결과에서, 구성개념이 크론바하알 값과 

복합 신뢰도값은 0.7 이상이고, 평균 분산 추출값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변수 항목 모두 신

뢰성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에서 유동  상호작용 품질의 복합

신뢰도가 0.873, 산출물 품질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0.605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복합신뢰도의 기 치 

0.7, 평균분산추출 값의 기 치 0.5를 상회하므로 구성

개념별 측정 지표의 신뢰성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

확인  요인분석에서 요인 재량(loadings)은 

0.70 이상을 권장하며(Srite and Karahanna, 2006), 

각 잠재변인의 측정항목의 요인 재량이 모두 0.70

을 상회하여 집 타당성이 있다고 단된다. 한, 

그 요인 재량이 다른 구성개념(변수)에 한 교

차요인 재량(cross loadings)보다 큰 값을 가져

야 하고,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값이 구성개념 

사이의 상 계수 값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야 별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구

성개념별 측정지표들의 별타당성을 확보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5.3 연구가설의 검증

구조모형의 합도는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Redundancy 값이 양수일 때 

합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Chin, 1998). 한, 

R Square 값이 0.26 이상이면 ‘상’으로, 0.13 이상

이고 0.26 미만이면 ‘ ’으로, 0.02 이상이고 0.13 

미만이면 ‘하’로 구분 할 수 있다(Cohen, 1988).

본 연구결과에서 Redundancy 값이 모두 양수

이므로 모형의 합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R 

Square 값을 보면 지각된 유용성이 0.733, 기 일

치가 0.586, 만족이 0.743, 지속 인 이용의도가 

0.708로 모두 0.26 이상으로 높은 합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체 합도는 R Square 값의 

평균값과 공통성(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하

여 제곱근한 값으로 평가하며 그 값이 0.36 이상

일 경우 ‘상’으로, 0.25 이상이고 0.36 미만일 경우  

‘ ’으로, 0.1 이상이고 0.25 미만일 경우에는 ‘하’

로 구분 할 수 있다(Tenenhau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모형 체 합도 값이 0.691로 

나타나 0.36 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형 

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구조모형의 가설검증은 PLS의 부트스트래핑(샘

링 횟수 1,000회)을 통해서 제공되는 t값을 통해

서 가능하다. 양측검정의 경우 t값의 치가 3.15

보다 큰 경우 유의수  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고, 2.58보다 큰 경우에는 유의수  0.01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며, 2.33보다 큰 경우 유의수  

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한 1.96보다 큰 

경우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고 1.65

보다 큰 경우 유의수  0.10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다(Efron and Tibshirani, 1997).

분석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5개의 가설  12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H2, 

H4, H6 총 3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유동  상호작용 품질 → 지각된 유용성(p = 

0.685), 유동  상호작용 품질 → 기 일치(p = 

0.827), 서비스스 이  품질 → 지각된 유용성(p 

= 0.593) 등 3가지 인과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  상호작용 품질은 유비쿼터스 속성과 

반응성으로 구성되는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

질(Mobisqual)과 만족과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

구에서 유비쿼터스 속성, 이용 용이성, 안 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가 나타난 바 있으며(Heo et al., 2010), 이는 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이용자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기 일치를 설정한 것과 연 시

켜 볼 때 동일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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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Coefficient of Path(t-value) Decision Making

H1 Outcome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123(1.814) adopted

H2 Fluid Interaction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026(0.405) reject

H3 Contextual Interaction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136(1.731) adopted

H4 Servicescape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0.037(0.534) reject

H5 Outcome Quality → Confirmation 0.325(4.534) adopted

H6 Fluid Interaction Quality → Confirmation -0.016(0.219) reject

H7 Contextual Interaction Quality → Confirmation 0.167(2.172) adopted

H8 Servicescape Quality → Confirmation 0.364(5.350) adopted

H9 Subjective Norm → Perceived Usefulness 0.258(4.790) adopted

H10 Subjective Norm → Continuance Intention 0.260(4.879) adopted

H11 Confirmation → Perceived Usefulness 0.427(5.880) adopted

H12 Perceived Usefulness → Satisfaction 0.320(4.764) adopted

H13 Confirmation → Satisfaction 0.587(8.704) adopted

H14 Perceived Usefulness → Continuance Intention 0.239(3.191) adopted

H15 Satisfaction → Continuance Intention 0.451(6.277) adopted

<Table 5> Result of Path Analysis

즉, 유동성 상호작용 품질인 유비쿼터스 속성

과 반응성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모바일 IPTV 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기본 으로 당연히 제공

되는 품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 기 가 형성되

지 않아서 지각된 유용성과 기 일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비스스 이  품질은 이용 용이성, 디자인, 안

성으로 구성되는데, 이용 용이성의 경우는 서비

스 수용의 기 단계를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에서

는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Lee and Kim, 2016). 그러나 서비스의 

지속 인 이용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용 용이

성이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Heo et al., 2010), 지속 인 

사용의도에 촛 을 둔 본 연구에서도 역시 서비스

스 이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6.1 연구의 의의  시사

본 연구는 기존 IPTV 서비스 수용에 한 연구

를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이라는 

이동성이 있는 단말 환경으로 확장시켜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속 으로 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기존의 기술수용모델(TAM) 기반의 연구는 정보

기술 수용의 기단계에 을 맞추어 연구를 하

고 있는데, IPTV 서비스의 경우 2000년  반이

후 수용의 기단계에서 확산되는 단계로 넘어가

는 이라고 할 수 있다(Park et al., 2010).

본 연구결과에서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

들이 유용하게 느끼는 서비스 품질요인은 결과품

질, 정황  상호작용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 /후 기 에 한 충

족도(기 일치)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결과 

품질, 정황  상호작용 품질, 서비스스 이  품질

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IPTV 서비스 이용자들에 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소비 가치를 

단순히 그 기능  유용성에 의존해서만 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 기 , 주 의 다른 

사람들의 사회  향 등 한 시한다는 것을 

밝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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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질 측정요인 

이론(MOBISQUAL), 기 일치이론(ECT),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후기 기술수용모델(PAM)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지

속 인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통합

 모형을 이론 으로 도출하고, 장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규명하는 학문  시사 이 있다고 보

며, 모바일 IPTV 서비스 비즈니스 수행에 도움을 

수 있는 실무  시사 으로는 모바일 IPTV 서

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자체의 품질과 주  사람

들의 향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

바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품

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  방법을 통해 서비

스 이용자에게 향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상

으로 모바일 IPTV 서비스의 품질, 환경 등에 

한 정 인 인식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는 을 밝혔다는 이라고 할 수 있다.

6.2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조사표본의 부분이 통신 3사  특정업

체의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자들로 편 되어 

있어 IPV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 이용자들

의 일반 인 응답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 , 50  이

상이 체 응답자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에 한 이용수 이 40

 이하의 연령 의 이용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IPTV 양방향 서비스를 구 하다는 것이 

장 이나 아직까지 기술 확산 단계로 완 한 IPTV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히 반 하지 못하고 있

다는 한계 이 있다.

넷째, 연구모형 수립 시 모바일 IPTV 서비스 품

질요인으로 기존의 일반 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

스 품질요인을 원용하 으며, 모바일 IPTV 서비

스에 특화된 품질요인을 기 으로 하지 못하 다.

이상의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향후 연구

에서는 표본 추출에 있어서 연령, 통신사, 이용기간

의 표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 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모바일 IPTV 서비스

에 보다 특화된 품질요인을 체계 으로 도출하여 연

구모형의 실 인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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