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user experience analysis for OTT mobile app services. Application service quality was

quantitatively measured by utilizing KS-eSQI evaluation model from a service quality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analyze how service reuse and other people's intention to recommend services are affected by service

quality. In addition, further analysis of user experience will qualitatively look at wha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OTT service quality and provide a user-friendl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urvey, the higher the level of KS-eSQI service quality, the higher the reuse of OTT services and

recommendation of others. In particular, the dimensions of primary services and unexpected additional services had

a higher impact on customer loyalty and recommendation of others than in other industries.

Moreover,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were found to improve app services from a customer experience

perspective. First, images and video thumbnails that highlight the strength of the content they provide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ervice companies with evidence for data-based work

recommendations. Third, it should provide a viewing environment in which users can respond more intelligently to the

various situations and conditions when they actually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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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모

바일 앱 서비스 중에서도 영상 기반의 스트리밍 서

비스는 사용자들의 긴 이용시간과 콘텐츠 기반의

고객 충성도 확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디즈니와 애플 등 글로벌 기

업을 중심으로 OTT(Over The Top) 시장에 진

출하면서 글로벌 OTT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

해졌고, 그 중심에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제공

이 자리하고 있다(강준석, 2019).

한국 OTT 시장은 2019년 대비 32.7% 증가하였

고, 2019년 OTT 시장 규모는 6,452억 원으로 추산

되고 있다(YTN, 2020). 2019년 지상파 3사와 SKT

는 웨이브(Wavve)를 통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

였고, CJ ENM과 JTBC도 합작법인을 만드는 등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 OTT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대응과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신

다은, 2019).

OTT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대표

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2018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 시 93.7%

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였고, 데스크탑 이용 비중은

8.2%에 불과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8).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따른 서비

스 변화와 변혁이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업종이 OTT 서비스이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데

스크탑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휴대전화 창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환경이고, 이동 중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경험에 대한 보다 세

밀한 적용이 중요하다.

이렇듯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모바일 앱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는 서비스 분야 중 하

나인 OTT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TT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 경험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관점에서 KS-

eSQI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비대면 디지털 채널인

모바일 앱 서비스 품질을 정량 측정하고, 관련 데이

터 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 산업의 품질과의 다른

특성들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OTT 서비스품질에

따라 서비스 재이용과 타인 추천 의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성적으

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에 대한 추

가 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용자

친화적인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

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품질 관점에서 측정 가능한 모델인

KS-eSQI를 적용한 정량분석과 사용자 경험에 대

한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대

한 단편적인 보고서와 내용은 많지만, 실제 OTT

서비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한국의 OTT 서비스

경쟁력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량 조사를 통한 서비스품질 모델의 영향

력(effect)에 대한 분석은 많이 존재하나, OTT 서

비스 산업의 특성을 실제 OTT 앱 서비스 사용 환

경과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분석한 접근이 기존에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OTT 서비스가 해외 OTT 서비스의 메개 효과 속

에서 보다 서비스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전통적인 인적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

(KS-SQI)

기존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들은 대면 직원을 통해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모

바일 앱 서비스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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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되어,

기존에 대인 서비스를 기초로 한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로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량적 측정에 한계

가 있다.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연구는 Parasuraman et al.

(1988)의 SERVQUAL 모델이 가장 대표적이며,

서비스품질을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

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했다(Parasuraman et al.,

1988).

한국표준협회는 2000년부터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 조사를 통해 국내 서비스 품질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업종별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경험에 의한 품질 평가를 수행하

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한국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 이

후 20년 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총 79개 업종과 314개 기업의 서

비스를 이용한 고객 85,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2 모바일 앱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KS-eSQI)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서비스는 직

원이제공하는대인서비스의개념이강했다. SERV-

QUAL 모델을 기초로 개발한 한국형 서비스품질

모델인 KS-SQI의 경우, 신뢰성과 친절성, 적극지

원성 등의 주요 지수 차원들은 모두 서비스 과정 중

접점에서 마주한 직원들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평

가하게 된다.

하지만, 모바일 앱 서비스는 비대면 특성이 강해

기존의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로는 평가가 어려운 한

계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

는 정보시스템과 고객 마케팅 관점에서 기술과 정보

품질 중심으로 측정하는 서비스품질 모델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은행 등

특정 온라인 업종에 특화된 평가 모델이 구축되었다

(Parasuraman et al., 2005; Syzmanski et al., 2000).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위한 최근 연

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형태

로 제공되는 전자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인터페이

스(UI)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분류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Fassnacht

and Koese, 2006). OTT 서비스는 이러한 분류 중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독 서비스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군집 분석을

통해대중(mass) 서비스와, 전문(professional), 지식

(intellectual), 신용(credit), 지원(supporting), 시설

(facility) 서비스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Lee and

Park, 2009). 모바일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

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는 이 중 대중(mass)

서비스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정보를 토

대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고, 소비자가 빈번하

게 이용하는 서비스로 소비자의 전문지식이나 상호

작용 등 개입 요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서비스품질 모델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측정이 어렵거나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 국한되어,

모바일 앱 서비스 전반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디지

털 채널로서 모바일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을 담아

내는 표준화된 서비스품질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혁신센터에서 2018년 모바일 앱 서비스 품

질을 측정할 수 있는 KS-eSQI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기

존 KS-SQI 모델에 비대면 서비스로 대표되는 비

즈니스 플랫폼(e-service) 요소까지 포괄할 수 있

는 KS-eSQI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내용들

이 기존 SERVQUAL 기반의 KS-SQI 모델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KS-eSQI 모델은 사람과 기업, 기술을 연결하여

온라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

발되었다. 특히, 기존 KS-SQI 모델과 협응할 수

있게 KS-SQI의 7개 차원으로 명칭은 유지하고,

세부 서비스 품질 항목들에 대해 모바일 앱 서비스

에 맞는 항목을 별도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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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S-eSQI 모델 개발 배경 및 목적

[그림 2] KS-eSQI 모델과 KS-SQI 차원의 연결

2.3 OTT 서비스와 KS-SQI

OTT 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가 체감한

동기에 대한 속성들이 이용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사용자가 느낀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이용만족과 지속사용의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함께(김대한 외, 2016), 이용자의 신

뢰와 습관이 OTT 서비스 지속 이용 의도에 연결되

었다는 분석이 있다(김유정 외, 2019).

둘째, 고객 특성과행태에 따라 OTT 서비스 이용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내용이다. OTT 서비

스 속성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분석하여. 서비스 선

택 시 서비스품질과 이용 편의성보다 비용과 콘텐츠

를 우선함을 밝힌 연구가 있다(곽은아 외, 2019). 아

울러 OTT 서비스 이용 고객들일수록 초고속인터

넷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udtas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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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OTT 서비스품질과 고객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있다. 심동윤(2018)은 OTT 서비스의 품질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

나, 이 역시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속성과 즉시 접

속성이라는 부분이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내용에 그쳤다.

OTT 서비스품질에 대한 모델 평가 결과가 기

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재이용과 타인

추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서

비스는 직원이 제공하는 대인 서비스의 개념이 강

했다. SERVQUAL 모델을 기초로 개발한 한국형

서비스품질 모델인 KS-SQI의 경우, 신뢰성과 친

절성, 적극지원성 등의 주요 지수 차원들은 모두

서비스 과정 중 접점에서 마주한 직원들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앱 기반

의 서비스로 비대면 환경인 모바일과 PC 등의 디

바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기존 KS-SQI 모델을 통해 이를 평가하기는 어

려우며, KS-eSQI 모델을 통해 주요 서비스 속성

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비대면 서

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 분석을 진행하여, 항목들

에 대한 신뢰성 분석과 더불어 서비스품질에 대

한 차원들이 고객 재이용과 타인 재추천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논의가 서비스 사용

자 만족도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서

비스품질의 성과 요소인 타인추천과 고객 재이용

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고객 재이용이 타인 추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량 분석들이 정성 분석

과 연계되어 향후 OTT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개선 과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분석하

고자 한다.

3. 조사 설계

3.1 조사 개요 :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OTT 서비스는 국내·외

여러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019년 KS-SQI 조사를 기준으로 이용

자 수가 많은 넷플릭스와 웨이브(구. 옥수수), 올

레tv모바일, 왓챠, U+모바일TV 5개 브랜드를 대

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존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들은 대면 직원을 통

해 서비스품질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OTT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하

기 때문에, 기존 KS-SQI 모델로 측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2.2장에서 소개한 KS-

eSQI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사용자 경험

분석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량조

사는 OTT 모바일 앱 서비스품질 분석을 위한 탐

색적 연구로, 1주일에 1회 이상 OTT서비스를 이

용하는 1,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

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저자가 수행한 2019년

KS-SQI 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2차 자료

를 이용한 연구이다.

정성조사는 OTT 서비스를 유료로 결제하고, 서

비스 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2030세대 남녀 8

명을 선정하여 좌담회(FGI)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앱 서비스 고객 경험(UX)과 관련한 추가 분석은

각 OTT 앱 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각 OTT 앱 서비스에 대한 이용 편의성 분석 내용

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정성분석에서는 실제

OTT 서비스를 1주에 10회 이상, 1회 시청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해비 유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였다. 특히, 주요 3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구. 옥수수)에 대한 실제 해비 유저들

의 비교 분석과 고객들의 실제 사용 후기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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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 관점에서 향후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

로 개선해야하고, 이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

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KS-SQI OTT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량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KS-eSQI

모델의 서비스품질 차원들이 고객 재이용과 타인 추

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그

림 3] 참조).

본 논문의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고객 재이용과

타인 추천의 두 개 변수는 모두 KS-SQI 조사 설

문지 내용에 있는 항목들이다. KS-SQI 지수 문

항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 서비스경영지표를

통해 고객 재이용과 타인 추천 등에 대해 리커트

척도(9점 만점)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

[그림 3]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연구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H1 : OTT 서비스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들이
재이용할 것이다.

H2 : OTT 서비스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들이
타인에게 더 추천할 것이다.

H3 : OTT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재이용할수
록, 타인에게 더 추천할 것이다.

3.2 조사 항목

OTT 서비스에 대한 품질 분석은 KS-eSQI 모

델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 항목을 설계하였다.

첫째, 정량조사는 KS-SQI 모델을 기반으로 콘

텐츠와 앱 UX/UI, 속도, 화질, 음질, 연결, 고객상

담, 결제 및 보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응답 결과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품질의 요소들이 우

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정성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행태와 서비

스 푸질에 대한 평가, 서비스 이용 중에 느낀 사용

자 경험 평가 측면에서의 개선점 도출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주요 브

랜드별로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경험(UX) 관련 개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

였고, 가격과 서비스 정책 관련한 장단점을 중심

으로, 이미지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

였다. 더 나아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각 OTT

앱 서비스를 구성하는 첫 페이지 UI와 콘텐츠 및

메뉴 구성, 영상 재생 시 기능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용자 편의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분석하여, 추후 OTT 서비스의 이용 편리성 증

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 OTT 서비스 조사 대상인 5개 브랜드의

KS-SQI 평균은 67.5점으로 2019년 전체 KS-SQI

점수인 73.6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OTT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

고, 아직 제공되는 서비스품질의 수준이 낮게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과 분석

4.1 기술 통계

정량 조사 결과, 2019년 OTT 서비스의 이용 고

객 특성은 <표 1>과 같이 확인되었다.

총 1,000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연령은 30

대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용 시간은 1∼2시간

미만(57.3%)과 2∼4시간 미만(25.5%) 순으로 많았

다. 이용 콘텐츠는 영화가 40.7%로 가장 많았고, 드

라마가 33.5%, 예능이 16.8%, 스포츠가 8.1%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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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00 50.0
여성 500 50.0

연령

20대 340 34.0
30대 370 37.0
40대 230 23.0
50대 60 6.0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132 13.2
1∼2시간 미만 573 57.3
2∼4시간 미만 255 25.5
4시간 이상 40 4.0

이용 콘텐츠

영화 407 40.7
드라마 335 33.5
예능 168 16.8
스포츠 81 8.1
기타 9 0.9

<표 1> 기술통계 결과

4.2 신뢰도 조사

본 연구에 활용된 KS-eSQI 모델이 OTT 서비

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하였다. <표 2>와 같이 신뢰도 조사 결과, 7개 서비

스품질 차원의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가 최소 0.870에서 0.922로 형성되어 있

어 0.6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뢰성 검증에서 통

과하였다. 이는 다른 일반 서비스업종의 KS-SQI

서비스 품질 차원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 내용과 유

사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디지

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 모델(KS-eSQI) 평가

에 있어서도 조사 차원에 대한 신뢰도가 잘 유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품질 차원 Cronbach’s α
본원적 서비스 0.870
예상외 부가서비스 0.861

신뢰성 0.922
친절성 0.880
적극지원성 0.900
접근용이성 0.886
물리적환경 0.877

<표 2> 신뢰도 조사 결과

4.3 OTT서비스품질과 재이용, 타인 추천의 관계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앞서 설정한 3가지 가

설에 대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설정한세가지가설에대한모델

적합성(f-test)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따라

서 본 연구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모델 1과 모델 2에서 친절성을 제

외한 KS-eSQI 6개 차원에 대한 서비스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OTT 서비스 재이용과 타인 추천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1과 가설 2에

서 설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본원적 서비스와 예상외

부가서비스가 고객 충성도와 타인 추천에 미치는 영

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등 디바이스를 통

해 동영상 서비스를 스트리밍 하는 OTT 서비스의

특성상, 콘텐츠 품질에 있어, 최신 콘텐츠와 다른 서

비스대비차별화된다양한콘텐츠제공이중요했기

때문이다.

변수 모델 1
(재이용)

모델 2
(타인 추천)

모델 3
(타인 추천)

본원적 서비스 0.018***

(0.004)
0.019***
(0.004)

예상외
부가서비스

0.016***
(0.003)

0.022***
(0.004)

신뢰성 0.018***
(0.004)

0.015***
(0.004)

친절성 -0.002
(0.003)

-0.002
(0.004)

적극지원성 0.006**
(0.003)

0.011***
(0.003)

접근용이성 0.015***
(0.004)

0.009**
(0.004)

물리적 환경 0.016***
(0.003)

0.015***
(0.003)

고객 재이용 0.859***
(0.019)

상수 0.773***
(0.201)

0.426**
(0.216)

0.704***
(0.128)

N 1,000 1,000 1,000
Adj.   0.592 0.568 0.674

<표 3> 회귀분석 결과

***p < 0.01, **p < 0.05, *p < 0.1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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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객 재이용이 타인 추천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고, 고객 재이용에 대한 점수가 리커트

척도 9점 중 1점이 상승했을 때, 타인 추천에 대한

점수가 0.859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높

은 설명력은 OTT 서비스에 있어 고객들이 체감하

는 충성도가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당 OTT 서비

스를 추천하고자 하는 행동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을알 수있다. 이를 통해, 향후 OTT 서비스전략에

있어, 매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존 고객의 지속적

인 서비스 이용과 잠재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확산

을 집중함에있어, 이 두가지 요소가 강하게 연결되

어 있고, 서비스 재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

비스품질에 대한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4 사용자 경험 조사 결과

다음은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2019년 OTT 서비스 시청행태(MCR) 분석에 따

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1회 평균 이용시간이 57분으로 높게 나타났다([그

림 4] 참조).

출처 : 오윤석(2019).

[그림 4] OTT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분)

KS-SQI OTT 조사에서 1회 평균 이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는 해비 유저(heavy user)는 전체

조사 표본의 29.5%에 이르렀다. 해비 유저에 대한

정성 조사에서 1명 당 평균 3개의 OTT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과 이용 환경은 서

비스를집중적으로이용하는해비유저들에게중요한

서비스 비교 요소이다. 이는 앱 화면의 구성과 디자

인, 콘텐츠 내용, 편의 기능 등의 요소는 실제 OTT

서비스이용의편의성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표 4>는 정성조사를 통해 해비 유저들에게 평

가를 진행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다. OTT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한 모든 고격 경험에 대해 실제 해

비 유저들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연

구 설계를 진행하였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VOC)

는 향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개선 과제 도출

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며, 정량 조사 결과(effect)

에 대한 원인(cause)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구분 내용

OTT 서비스U&A
(4개 항목)

브랜드 이미지, 시청행태 등
이용 태도 평가

OTT 서비스 시청 행태
(8개 항목)

시청 환경, 이용 행태 등
OTT 서비스 이용 상황 평가

OTT 서비스 평가
(22개 항목)

가입, 이용, 고객서비스 등
서비스프로세스

전 단계 고객 경험 평가

OTT 서비스 관련 의견
(5개 항목)

OTT 서비스 가성비, 연계혜택
등 평가 및 개선점 VOC 수집

<표 4> 정성 조사 주요 조사 항목

정성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단순한 상품 구성과 간

결한가입방식단계를선호함을알수있었다. OTT

서비스 특성상, 다양한 콘텐츠커버리지가서비스품

질의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정성 조사의

대상인 OTT서비스 장시간 이용 고객(heavy user)

의 경우, 외국 드라마와 영화등 다양한 장르를소비

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OTT 브랜드가 가진 국내

콘텐츠 커버리지로는 이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에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 OTT 앱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첫 화면의

구성과 콘텐츠 추천, 동영상 재생 화면에서의 세부

조작 기능의 차이 등은 각 브랜드 별로 상이하게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브랜드인

넷플릭스와 왓챠플래이(Watcha Play), 웨이브에

대한 화면 구성 및 이용 편의성 분석을 통해 향후



KS-SQI 서비스 품질이 고객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 경험 평가 분석 133

OTT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고객 관점의 경험 증진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OTT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함의 점을

찾기 위해 국내 OTT 서비스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웨이브(옥수수)와 글로벌 최대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UX 내용에 대한 헤비 유저의

실제 의견을 분석하였다. 앱 가입 절차에 대해서

는 두 브랜드 모두 간단한 가입절차에 대해 만족

하였다. 다만, 디자인에 대한 고객 경험에 있어 첫

접속 화면과 콘텐츠 검색 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경험이 보다 풍부한 넷플릭스가 강점을 가진 부분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OTT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최적화와 추천 시

스템이 갖아 잘 구현된 서비스 중 하나이다. 따라

서 메인 페이지에서 고객이 시청했던 데이터를 근

거로 상위에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이

나, 영상 분류(categorizing)를 통해 각 테마별로

추천하는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파악되었다. 웨이브의 경우에는 검색창

과 검색순위, 카테고리 구분이 세분화되지 못해

검색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고객 맞춤

형 추천 영상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부분과 첫 화

면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번에 제시되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실제 UI 화면은

[그림 5], [그림 6]과 같다.

먼저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화면

이 구성되고, 제공되는 대표 콘텐츠를 이미지와 영

상으로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웨이브는 첫 화

면에서 첫 달 이용 프로모션에 대한 광고가 먼저 뜨

고 있다. 물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서는 효과

적일 수있으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질인 콘

텐츠 제공이라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진다.

[그림 6]에서는 왓챠가 최근 시청률과 평균 별점

을 기준으로 사용자 맞춤형 작품을 추천해주는 내

용과 함께, 각 작품에 대한 실제 시청 이용자의 후

기 코멘트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작품 선택을 진행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웨이브의 경우 영

상 재생 중에 음향 조절 등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하여 불편한 점과, 모바일 상하 전환 시 밝기나

음량이 지나치게 변동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객 경험 관점에서 [그림 5], [그림 6]을 통해 생

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콘텐츠의 강점을 부각하는 이미지와 영상 썸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작

품 추천에 대한 근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고객 후기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 간의 소통과 콘텐

츠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영상 재생 시 화면 조작 기능을 보다 사용자가 실제

시청하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에 대해 보다 기민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5]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첫 화면 구성 비교

[그림 6] 왓챠의 작품추천과 웨이브 기능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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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영상 재생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웨이

브는 전체적으로 어플이 무겁고, 광고가 지나치게

자주 재생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특히, 세

부 영상 설정에 있어, 음향이나 뒤로 감기, 채널

변경과 같은 조작법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설정되

어 원치 않게 재생 오류가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브랜드 대비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플릭스의

경우 영상 자막에 대한 설정과 회차 정보 설정을

하단에서 쉽게 클릭 가능하고, 직관적인 건너뛰기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콘텐츠 재생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5. 결 론

OTT 시장은 격변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

19) 사태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OTT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고, 2020년 넷플릭스는 콘텐

츠제작에만 20조 원가량을투자할계획이다(김흥순,

2020). 공격적인 콘텐츠 확보 경쟁과 디즈니, HBO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의 OTT 시장 진입에 따른

치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는시점이다. 이러한 시점

에서 국내 OTT 서비스 품질의 경쟁력 제고는 중요

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OTT 서비스 품질이 고객 충성도와 추

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앱 서비스의 사

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KS-eSQI 모델을 활용하여 OTT 서비

스품질을 측정하고, 이러한 서비스품질이 고객 충성

도와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OTT 서비스의 핵심 고객들인 해비 유저들

은 통상 2∼3개의 OTT 앱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앱을 통해 제공

되는 사용 환경과 이용 편리성에 대한 개선은 서비

스품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OTT 서비

스품질을 분석하여 향후 OTT 서비스의 품질 개선

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OTT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고객 특성과 서비스품질

수준 측정,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9년 처음으로 조사가 시작된 플랫

폼 비즈니스 8개 업종 중 하나인 OTT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량 조사에 있어 2019년

에 조사한 1개년 데이터에 불과하여 표본수가 상대

적으로 부족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다년간의 소

비자 정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윤해룡 외(2019)와 이소현 외(2020)와 같이,

영상이나 텍스트 형태로 된 후기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분석이 향후 연구로 이어

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 분석에 있어 헤

비 유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하루 1

시간 정도의 보통 사용량을 가진 일반적인 고객에

대한 분석도 함께 선행된다면, 향후 서비스 전략

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세분화 된 마케팅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OTT 시장은 매우 유동적이고, 콘텐츠 제

작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의 경우 해외 서비스 대

비 고객센터 등 CS측면의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차별화된 국내외

콘텐츠 확보와 더불어 고객 관점의 이용 경험 증

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

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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