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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IPTV 활성화를 한 정부 지원정책의 IPTV 수용요인에 한 향 여부를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그 효율성과 효과

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IPTV 활성화를 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는 공공수요 창출, 다양한 공공 콘텐츠 확 ,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장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IPTV 수용요인에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  비용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PTV 활성화를 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IPTV 수용요인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지만, 

IPTV 정책 련 연구들은 주로 규제와 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  지원은 기술  품질과 콘텐츠 품질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  비용 등은 모두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PTV

와 같이 새로운 기술 확산을 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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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promoting IPTV by verifying their 

influences on the adoption empirically. The government unveiled several policies including creating demands in public sectors, developing 

diverse public contents, subsidizing the production of converged contents, easing the regulations to promote IPTV industry. While a lot of 

previous literature has already proved that a system quality, a content quality, and a perceived price have influences on the adoption of 

IPTV,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olicies are not well understood despite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 adoption. Rather, most of existing 

research on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adoption have focused on regulatory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governmental policies have influences on consumers' perceived system quality and content quality. It is also found that 

perceived system quality, content quality and perceived price have influences on adoption intentio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field 

in a way that it proves the important roles of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including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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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지털 명은 사회 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IPTV(Internet Protocol TV) 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

송 로그램을 공 에게 보내 으로써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해서 보는 방향 서비스

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 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 IT 서

비스업의 세계시장 유율이 1%에 불과한 실정[1]이나, 향

※ 본 연구는 방송통신 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0-C1091-1001-0005).

†종신회원:연세 학교 정보 학원 교수(교신 자)
††정 회 원 :연세 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정 회 원 :연세 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정 회 원 :방송통신 원회 앙 리소 소장 

논문 수 : 2010년 4월 1일
심사완료: 2010년 4월 6일

후 융합 서비스를 통해 IT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정부 입장에

서도 새로운 방통융합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

능함과 동시에 과거 공 주의 서비스를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기호와 기 치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IPTV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콘텐

츠가 부족하고, IPTV 련 국내외 표 화가 진행 이기는 

하나 사업자별 방통융합서비스 구축·제공 방식이 상이한 상

황에서 IPTV의 기술  진화가 반드시 시장 확산과 발 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는 IPTV 서비스를 언제, 어디

서나, 끊김없이,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으로써 국민서비스 신을 이끌어내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들을 추진하고 있다[2]. 를 들어서, IPTV 활성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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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정훈 외(2009)

(그림 1) IPTV의 교육콘텐츠 품질 리

규모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공공분야 수요 창출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응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확 를 해 서비스, 네트워크, 

콘텐츠 사업자들을 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극 으로 참여하면서도 

개인 맞춤형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 IPTV의 양방향 특성

을 살릴 수 있도록 콘텐츠 발 략을 수립하 다. 이들 

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 규제를 

완화해 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

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기 해 규제개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같이 IPTV 활성화를 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IPTV 수용요인이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IPTV 활성화에 한 

성과는 궁극 으로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를 통해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IPTV 수용에 한 연구

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윤승욱, 김 환과 

최수일 등은 IPTV가 고속 인터넷에 의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한 기술  품질이 

IPTV 수용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3, 4], 김수

, 주정민과 박복길 등은 다양한 콘텐츠가 IPTV 채택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5, 6]. 한 김문

선 외와 박유리 외 등은 합리 인 비용일수록 IPTV 수용이 

더 원활히 이루어는 것으로 보았다[7, 8].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IPTV 수용요인에 한 정책  지

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IPTV 산업의 경우 2008년에 

이르러서야 련 내용의 법제화가 구체 으로 논의되기 시

작하 고, 본격 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 다. IPTV 

정책의 방향에 한 논의 역시 주로 규제에 한 논의가 

심이 되고 있다. 를 들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수직  

규제가 수평  규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랫폼 개념 

재정립과 이에 따른 규제방향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

고[9], IPTV 서비스를 한 망 개방과 립성 이슈의 문제

를 연구하 다[10]. IPTV 수용요인들을 활성화하기 한 정

책  지원에 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IPTV 활성화를 해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IPTV 수용요인에 향을 주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

의 정책  지원이 효율 이며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IPTV 활성

화를 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고, IPTV 

수용요인들의 내용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IPTV 수용요

인과 련 있는 정책  지원들을 도출하고 연구모형  가

설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

석을 실시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IPTV 

활성화를 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한 의미와 시사  등을 

도출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IPTV 활성화를 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는 정부의 정책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확인된 기술수용모델 에서의 IPTV 수용 향

요인들의 내용을 정리한다.

2.1 IPTV 활성화를 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는 IPTV 활성화를 하여 공공콘텐츠 확 를 통

한 IPTV 수요 창출,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장 규

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1].

2.1.1 공공콘텐츠 확 를 통한 IPTV 수요 창출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본격 인 확산을 앞두고 사회복지, 

교육, 공공정보, 민원처리 등 IPTV를 기반한 국민 공공서

비스의 활성화를 한 사업들이 서비스, 네트워크, 콘텐츠, 

사업자 등을 심으로 각자의 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를 들어, 교육 부문은 IPTV 방송 통신의 장 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12], IPTV를 이

용한 교육 서비스 지원을 해 정부는 11,229개의 학교를 

심으로 인터넷 속도를 기존 10Mbps에서 5배 이상 증속시키

기 한 망고도화 사업을 지원하여 완료하 다. 한 EBS 

제작 콘텐츠  오 라인 국 유명학원 강사의 강의도 

IPTV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극 력하고 

있다[13].

한편, IPTV는 실시간 방향의 서비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증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그림 1)과 같이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통한 체 서

비스의 품질을 리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14]. 

보건 의료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기존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련 콘텐츠를 IPTV 랫폼에 

합한 형태로 갖추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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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 원회(2009b)

(그림 3) 방송통신 융합형 콘텐츠 발 략

출처: 문화체육 부(2008)

(그림 4) 인터 티  3D 콘텐츠 서비스

은 질병  약품정보, 자가진단, 병원 정보  원격상담의 

시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재경은 IPTV 기반의 원격

의료서비스가 원격의료의 주 상인 장년층과 노년층이 선

호하는 TV를 활용한다는 장 을 살려 만성질환자 증가와 

고령화 시 에 팽창하고 있는 보건의료비를 감하는 실천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림 2)와 같은 서비스 

체계를 제시하 다[15].

한 2010년 재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성과와 고객

심의 정부 환 수단으로 자정부를 구축하 다. 총 192

개 UN 회원국  3개 국가를 제외한 189개 회원국이 온라

인을 통한 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6]. 우리나라 

역시 자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IPTV 이용자는 

주민등록 등 본, 건축물 장, 토지 장, 소득 액 증명 등  

할 청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언제든지 자택에서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IPTV 기반의 공공콘텐츠 확

를 통한 국민 서비스 강화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 시키

고, 정보 달력  집단 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며, 국

민들에게 익숙한 TV를 통해 노약자나 장애우 등 디지털 소

외계층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17], IPTV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

겨진다.

 출처: 박재경(2009)

(그림 2) IPTV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체계

2.1.2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통신 융합은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21세

기 국가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18]. 

IPTV의 경우, 양방향 특성을 살리고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창의 ·실험  콘텐츠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 정부는 이용자 참여형, 개인 맞춤형 콘텐츠  

팬클럽 련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 선호 분야 방송콘텐츠의 IPTV 어자막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 인 에서 

방통융합에 따라 나타나거나 향후 등장하게 될 새로운 유형

의 콘텐츠 활성화를 한 “방송통신 융합형 콘텐츠 발

략”을 (그림 3)과 같이 수립했다[11].

방송통신 융합형 콘텐츠 발  략은 크게 기 시장 활

성화, 수익창출형 유통환경 조성, 소비자 심의 이용환경 

조성, 융합형 콘텐츠 산업 발 기반 확충 등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 , 기시장 활성화

를 해 정부는 융합형 콘텐츠 제공  생활 착형 융합서

비스의 보 , 융합형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수익창출형 유통환경 조성을 해 비즈니스 친화  

유통구조를 정착시키고, 개방 인 콘텐츠 거래시스템 도입 

 양방향 고 활성화, 해외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

째, 소비자 심의 이용환경을 해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은 물론 이용자 보호 한 강화하고 있다. 넷째, 융합형 콘

텐츠 산업의 발 기반 확충을 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장 맞춤형 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 화, 방송통신

망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신규 유형의 방통융합콘텐츠 서비스를 통

해 IPTV 등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2012년 1.5조원의 신

규시장을 창출할 정이며, 이를 통해 방통융합분야에서 

12,6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 하고 있다. 2011년 구 

세계육상 회에 맞춰 정부-지자체-방송사-육상경기연맹 등

이 함께하는 세계 최  인터 티  3D 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추진 이며(그림 4 참조), 홀로그램타입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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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과제내용 기 효과

1

•방송통신분야 분쟁조정제도 통합

-방송분쟁 조정 상을 방송, 통신, IPTV 사

업자 상호간 분쟁까지 확 하고, 방송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통합

- 사업자간 공정 

경쟁 기능 제

고  시청자 

권익 보호

2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

효기간 완화

-방송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효 기

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방송사의 시간  

 경비 감

(방송사별 연

간 4억원)

3

•유료방송 이용요  승인제도 개선

-유료방송의 주문형비디오(VOD) 등 시청자

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요

을 신고제로 환

- 처리기간 단축 

(30일→7일)으

로 상품 조기 

개발  매

4

•방송사업 겸 지 기 인 특수 계인 범

 축소

-핵가족화 등 실을 고려하여 특수 계 인에 

포함되는 친족 범 를 6  이내의 족으로 

축소

- 핵가족화 등 

실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5

•방송사업 인수ㆍ합병 련 창구 일원화

-방송사업의 인수ㆍ합병과 련하여 다른 행

정기 (공정 )와의 계를 다루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구 일원화

- 사업자의 편의 

제고(연 20개

사 상)

6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심

사기  개선

-방송사업별 특성에 맞는 허가ㆍ승인(재허가

ㆍ재승인) 심사기  마련

- 방송사의 정  

한 평가 가능

7

•정보통신공사업 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

제도 도입

-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정지 처분

에 갈음하는 과징  부과

- 행정제재 합리 

화로 기업하

기 좋은 환경 

조성

8

•방송발 기  면제․경감

- 방송통신 발 기본법안에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을 기 으로 한 방송발 기  면제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정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  겸감기 을 마

련

- 방송사업 경  

안정에 기여

9

• IPTV 이용요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타 유료매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유료방송 매체 요 제 변경과 연계하여 제

도 정비

- 신속한 IPTV  

신규 서비스 

제공

10

•방송통신분야 수평  규제체계 도입

- 방통융합환경에 응하기 해 동일 계층

에 동일규제를 용하는 수평  규제체계 

도입

- 새로운 융합 

서비스 환경에 

효과  응

출처: 방송통신 원회(2009c)

<표 1> 방송통신융합산업 규제개  추진안

텐츠 뷰어 등의 개발을 통해 다시  상 콘텐츠 디스

이가 가능한 홀로 그래픽 콘텐츠의 시범제작을 진행하고 있

다. 한,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 합한 개인의 특성 

 요구에 응하는 몰입형/실감형 개인 맞춤 융합 콘텐츠

를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19].

2.1.3 시장 규제 완화

정부는  시장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에 노력

하고 있다.

과거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기존의 콘텐츠 사업

자가 IPTV 콘텐츠 공 을 해서 따로 방통 에 신고·등

록·승인을 요구하던 이  등록 규제를 폐지하고, 방통 에 

이미 신고·등록하거나 승인·허가를 받은 기존 콘텐츠사업자

에 한 신고·등록  승인을 허가하는 간주조항을 신설하

다. 

더불어 IPTV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을 철폐하여, 역량을 갖춘 콘

텐츠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IPTV 산업발   콘텐츠 산업 경쟁을 진하고 있다.

2009년 11월 신성장동력 확충을 한 방송통신융합산업의 

규제개  추진안이 규제개 원회와 계 장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추진안은 융합산업의 성장인

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 26건에 달하며, 그  IPTV와 련된 추진안의 

내용과 기 효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20].

2.2 IPTV 수용요인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하게 용되어왔으며 표 인 수용이론으로는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된 행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기술수용모형(Tech-

nology Acceptance Model; TAM)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

다. TRA는 개인의 행동(Behavior)이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에 의해서 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의 태도

(Attitude)와 주  규범(Subjective Norm)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보는 것으로 인간의 구매 행동을 설명하기 해 만

들어졌다[21]. TPB는 TRA의 이론  한계 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태도와 주  이외에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추가하 다[22, 23]. 이후 Davis가 새로운 기술수용 요인을 

설명하기 해 TAM을 소개하 다[24]. 이 모델은 기술을 

이용하려는 개인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행동개념

으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 [25]으로, Venkatesh

와 Davis는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추가하여 ETAM 

(Extended TAM)을 제시하기에 이른다[26]. 본 연구에서는 

ETAM을 이용, 기존에 연구된 IPTV 수용요인들에 근간하

여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  비용 등을 주요 IPTV 

수용 향 요인으로 정리하 다.

2.2.1 기술  품질

정보통신의 기술 품질은 곧 시스템 품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스템의 반 인 안정성과 속도를 그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27]. IPTV 한 고속 인터넷이라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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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모형

신서비스 기반의 매체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송속도, 버퍼

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품질은 IPTV의 

인지된 유용성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3].  다른 연구는 방향 TV의 기술  특성  상호

작용성을 주요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용자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수용의도에 변화를  것으로 보고 있다[6]. 한 

디지털 채  방송을 기본 서비스로 하는 IPTV는 다양한 동

상 콘텐츠와 인터넷 검색, 홈뱅킹, 온라인 게임, 홈쇼핑 등

을 TV로 제공한다. IPTV 수용의 확산을 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기술이 사용자들의 생활에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필요가 있겠다[4].

2.2.2 콘텐츠 품질

TV, 이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같은 미디어 매체의 경우,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은 미디어 수용에 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6]. 특히 콘텐츠

의 다양성과 편의성이 유용성을 통해 IPTV 채택 의도에 

정  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 분석한 연구가 있다[5].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기술수용모형을 용한 김문구 외는 콘텐

츠의 다양성, 풍부성, 최신성 등을 심으로 한 콘텐츠 품질

이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며, 무선인터넷의 수용에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밝힌바 있다[28].

2.2.3 합리  비용

IPTV 수용 연구에서 비용이란 미디어를 이용하기 해 

 가치와 함께 시간과 감정 인 노력에서 발생하는 개

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가치를 

평가할 때 제품 구입을 해 지불할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29, 30, 31]. 따라서 수용자들은 합리 인 비용일수록 그 매

체가 유용하다고 인식하게 된다[7]. 박유리 외는 방송통신융

합서비스 속성에 한 선호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서

비스에 한 이용요 을 가장 요한 속성으로 여기고 있음

을 강조하 다[8]. 이는 콘텐츠의 다양성, 차별성보다 서비스 

이용요 이 미디어 선택에 있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높게 지각된 비용은 개인의 신제품 수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32].

3. 연구모형  가설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분석을 수

행하기 해 변수의 조작  정의를 하 다.

3.1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IPTV 수용에 향을 미

치는 향요인을 크게 지각된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비용 

등 세 가지를 도출하 고 이들 향요인에 재의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그림 5)

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3.2 가설의 설정

기존 연구를 통해 검증된 지각된 기술 품질, 지각된 콘텐

츠 품질, 지각된 합리  비용 등과 련된 IPTV 련 정책

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를 한 가설을 설정한다.

3.2.1 IPTV 수용요인과 정책방향과의 계

IPTV 수용요인과 련된 정책방향  내용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3.2.1.1 지각된 기술 품질 련 정책

2012년 말까지 디지털 TV 방송이 국에 면 실시될 

것으로 정됨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 

 송신시설의 디지털화를 진하여 디지털방송의 수신가능 

지역을 확 하고 있다[2].

IPTV가 IP를 통해 TV(Video and/or Audio) 서비스를 송

신하는 로세스인 만큼 IPTV의 시스템 속도 등과 같은 기

술  품질은 IPTV의 수용 결정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즉, 다양한 동 상 콘텐츠(VOD)와 인터넷 검색, 홈뱅킹, 온

라인 게임, 홈쇼핑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TV로 제공한

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속도에 불편을 느낀다면 그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원회는 한 차세  이동통신인 4G의 핵심기

술인 와이 로(WiBro)와 LTE(Long Term Evolution) 핵심

기술을 병행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 표

화를 하여 ITU 등 국제표 화 기구와 력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한 BcN보다 10배 빠른 역 네트워크인 

Giga 인터넷의 2012년 상용화를 해 시범망을 구축하고 1

천 가구를 상으로 시범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2]. 

이에 IPTV 서비스는 한 단계 업그 이드되어 실감형 3D 

IPTV 서비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화면을 동

시에 볼 수 있는 멀티앵  IPTV 서비스 등 미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들이 출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차세  IPTV가 추구하는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

는 고품질의 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IPTV 련 핵심 기술 개발을 극 지원하고 조속한 상용화

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하

겠다.

H1: IPTV 련 정책  지원은 IPTV의 기술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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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지각된 콘텐츠 품질 련 정책

TV, 이블, DMB와 같은 미디어 매체의 경우,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여부가 미디어 수용에 결정  향을 

미치게 된다[6]. IPTV 역시 방송 미디어의 성격이 짙은 만

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공은 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콘텐츠 정책과 련, 방송통신 분야의 선진

화  경쟁력 제고를 하여 정책 외부환경에 극 응하

고 각종 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등 방송통신  미디어산업

의 육성 정책에 을 두고 있다[2].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을 2008년 17조원에서 2012년 23.1조원으로 크게 확 한다는 

략이다. 이에 시장구조 개선  제작지원, 인 라 확 , 투

자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면 첫째, 시장구조 개선 노력은 콘텐츠 사업

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하여 T-커머스 등 온라인 오 마

켓이 활성화하고, 이를 해 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

자간 불공정한 거래행 를 개선한다.

둘째, 제작지원 정책은 우수하고 창의 인 융합형 방송콘

텐츠의 제작을 해 산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공익성, 수

출 략형 로벌, 창의실용성, 3D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

하고 있다.

셋째, 인 라 확  정책은 문화부와 방송통신 원회가 디

지털방송콘텐츠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송출시설을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투자지원 정책은 방송통신 콘텐츠 투자펀드의 조

성·운용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다큐멘터리, 융합

형 콘텐츠 등 미래 성장 유망 콘텐츠와 련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처럼 IPTV의 수용 활성화를 진시키기 해 다채  

콘텐츠, 고화질의 동 상, 다양한 형태의 개별화된 상호작용

과 같은 IPTV의 속성들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

공 콘텐츠를 확 하고, 소비자 참여형, 개인 맞춤형 융합 콘

텐츠 제작 지원을 앞당기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2: IPTV 련 정책  지원은 IPTV의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3.2.1.3 지각된 비용 련 정책

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IPTV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높은 이용요 으로, IPTV의 요 부담을 해소하

기 해서는 IPTV 요  규제 완화 정책이 요구된다[33].

를 들어, IPTV 성공사례의 교과서로 주목되는 홍콩 

PCCW(Pacific Century Cyber Works)의 경우 IPTV, 인터

넷, 화, 모바일폰 등 4개의 통신수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결합상품을 제공하 다. 실용성에 근한 다양한 채  패키

지를 구성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채 만 골라보는 패키지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필요성에 의한 가입 확보를 늘리고 

소비자가 렴한 비용을 실질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해외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정부는 련업계

들이 다양한 결합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의 설립  완화 정책을 세우고, 수용자가 단말기를 인

하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보조 을 지원 하는 등 소비자

가 직 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방송통신 원회는 친서민 정책을 통해 첫째, 통신요

의 경감, 둘째, 사교육비의 감, 셋째, 소외계층 지원 등

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2].

첫째, 통신요  경감이란, 당 과 제를 도입하고, 요

제를 단순화하며,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 의 인하를 유도하

는 것이다.

둘째, 우수 강사 확보  고품질 교재 개발 지원으로 

EBS의 제작기반을 강화하고, EBS 로그램의 방송  인

터넷 근을 확 하여 사교육비를 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셋째, 자막  화면해설 등을 통해 장애인 방송의 확  

 방송 수신기 보  사업과 난시청 해소  격오지의 

역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합리  가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은 IPTV 수용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H3: IPTV 련 정책  지원은 IPTV의 합리  비용 책

정을 유도할 것이다.

3.2.2 IPTV 수용요인과 수용의도와의 계

IPTV 수용요인과 수용의도와의 계에 해 기존 문헌 

연구들을 정리하면, IPTV가 고속 인터넷에 의한 통신서

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한 기술  

품질이 IPTV 수용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3, 4], 

한 다양한 콘텐츠가 IPTV 채택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이 강조되고 있으며[5, 6], 합리 인 비용일수록 IPTV 수

용이 더 원활히 이루어는 것으로 보았다[7, 8]. 따라서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4: IPTV의 기술  품질은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제고할 

것이다.

H5: IPTV의 콘텐츠 품질은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제고할 

것이다.

H6: IPTV의 합리  비용 책정은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제고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지 까지의 선행연구, 가설설정, 연구모형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변수에 한 조작  정의를 하 다. 기존 연구

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IPTV 수용요인들에 

해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  비용 등을 매개변수로 하 고 정책  지원뿐만 아니

라 기술수용모형에서 언 하고 있는 수용의도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정책  지원에 해서는 공공 콘텐츠 확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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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표본

응답수 비율(%)

연령

21～30세 32 18.7

31～40세 99 57.9

41～50세 34 19.9

51～60세 2 1.2

61세 이상 3 1.8

결측 1 0.6

직업

학생 11 6.4

공무원 40 23.4

업/ 매직 4 2.3

사무직 65 38.0

자 업 1 0.6

연구직 10 5.8

기술/엔지니어 18 10.5

문직 7 4.1

기타 14 8.2

결측 1 0.6

계 171 100

<표 3> 설문 응답자의 기술통계  특성통한 IPTV 수요창출,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한 기술 표

화 지원, 시장 규제 완화 등을 설정하 다(표 2 참조).

잠재변수 측정변수 측정항목근거

정책

지원

(Pol)

공공 콘텐츠 확 를 통한 

IPTV 수요 창출
[2], [11], 

[12], [18]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한 기술 표 화 지원

시장 규제 완화

기술

품질

(Tech)

로그램의 신속한 다운

[3], [4], [6]선명한 화질

끊김없는 서비스

콘텐츠

품질

(Cnt)

다양한 콘텐츠 제공

[5], [6], [28]최신의 콘텐츠 제공

유용한 콘텐츠 제공

합리

비용

(Cost)

서비스 이용료의 정성

[7], [8], [31]이용요 의 선택가능성

다양한 제휴 요

수용

의도

(Int)

지속  이용의향
[3], [24], 

[34]
서비스에 한 만족도

제3자에게 서비스 권유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4. 자료수집  실증분석

설문분석을 한 자료 수집  방법, 기술통계  결과, 신

뢰성  타당성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1 자료수집  분석

설문은 IPTV를 수용자 300 여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

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사무직, 공무원, 자 업, 학

생 등 다양한 의견이 반 되도록 하 다. 수거된 설문지는 

205부로 약 68%의 수거율을 보 다. 이  답변이 락되거

나 불성실한 31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171부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응답자의 기술통계  특성은 <표 

3>과 같다.

설문문항은 7  척도를 사용하 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

를 토 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은 SPSS 통계 로그램을 

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측정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재치가 낮은 잠재요인을 제거한 후, 확증  요

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다.

4.2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개념에 해 측정을 되풀이

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측정된 

결과치의 안정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일 성, 측가능성 

등으로 표 할 수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내부일치성을 활

용한 방법, 즉 크론바하 알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

정하 다. 신뢰성 계수는 0.6이상이면 무난한 것으로 단한

다[36].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가 0.7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연구변수 측정항목 수 Cronbach’ alpha

정책  지원(Pol) 3 0.778

기술  품질(Tech) 3 0.794

콘텐츠 품질(Cnt) 3 0.912

합리  비용(Cost) 3 0.915

수용 의도(Int) 3 0.951

<표 4> 신뢰성 분석 결과

4.3 타당성 분석

타당성을 통계 으로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집 타당성

과 별타당성 분석이 사용되었다. 집 타당성은 동일한 개

념에 하여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의 상 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며, 반면에 별타당성은 상이한 개념에 

한 상 계가 낮아야 한다는 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35].

4.3.1 탐색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한 집 타당성을 알아보기 하

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Kaiser 정규

화가 있는 베리맥스를 선택하여 회 하 으며 주성분 분석

을 활용하 다. 요인선정 기 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추출을 기본으로 요인 재값이 0.6 이상인 경

우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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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정책  지원

(Pol)

Pol1 -.0.002 0.095 0.070 0.072 0.850

Pol2 0.014 -0.016 0.228 0.011 0.799

Pol3 0.194 -0.042 -0.072 -0.021 0.832

기술  품질

(Tech)

Tech1 0.251 0.165 0.305 0.669 0.009

Tech2 0.229 0.153 0.106 0.784 0.059

Tech3 0.077 0.085 0.153 0.901 0.001

콘텐츠

품질

(Cnt)

Cnt1 0.122 0.087 0.880 0.174 0.065

Cnt2 0.224 0.177 0.873 0.172 0.058

Cnt3 0.272 0.187 0.821 0.203 0.157

합리  비용

(Cost)

Cost1 0.258 0.877 0.137 0.140 0.041

Cost2 0.217 0.891 0.194 0.083 0.025

Cost3 0.169 0.867 0.091 0.176 -0.019

수용

의도

(Int)

Int1 0.866 0.250 0.223 0.163 0.075

Int2 0.864 0.212 0.241 0.223 0.104

Int3 0.861 0.286 0.191 0.232 0.087

<표 5> 탐색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수들에 한 요인부하량은 모

두 0.6 이상을 보여 으로써 측정변수들 간에 내  타당성

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4.3.2 확증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AMOS 7을 이용하여 측정 모형에 한 확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 분석결과 합도지수 

GFI는 0.911로서 0.9이상 기 [37]을 넘었으며 RMSEA값은 

0.063으로서 0.08 기 [38] 값보다 작으며 NFI는 0.930, CFI 

0.970 등으로 0.9 기 [39]을 과하는 등, 모든 모형 합 

단기 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들은 통계 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4.3.3 별타당성 분석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AVE(Average Variable 

Extracted) 근법을 이용하 다. AVE 값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AVE 제곱근의 값이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 계 값

보다 커야 한다[40].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AVE 값

이 모두 0.5 이상이며 AVE 제곱근의 값인 각선에 상응하

는 상 행렬의 값보다 크므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한 구조방정식 분

석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ol Tech Cnt Cost Int

정책  지원 

(Pol)
.738     

기술  품질 

(Tech)
.092 .757    

콘텐츠 품질

(Cnt)
.212** .467** .882   

비용  요인 

(Cost)
.069 .371** .378** .893  

수용의도 

(Int)
.196* .493** .505** .526** .931

* 상 계수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 

**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

<표 6> 별타당성 분석 결과

4.4.1 경로 분석 결과

AMOS 7을 이용하여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의한 모수추정(Parameter estimation)을 하 다. 

합도는 <표 7>의 내용과 같이 정리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의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와 AGFI, NFI는 권장치인 

0.9와 0.8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Normed χ2(표  카이제

곱: χ2을 자유도로 나  값)는 1.743으로서 권장치인 3이하

를 충족하고 있다. 한, CFI도 0.9를 과하고 있고 

RMSEA도 기 치 범 에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분석에 무리가 없는 매우 양호한 모형이

라고 할 수 있겠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PTV 이용자들의 사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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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주효과 가설내용 C.R P 결과

H1
IPTV 련 정책  지원은 IPTV의 기술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2.076 0.038 채택　　

H2
IPTV 련 정책  지원은 IPTV의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3.509 0.001 채택

H3
IPTV 련 정책  지원은 IPTV의 합리  비용 책정을 유도

할 것이다.
0.662 0.508 기각

H4 IPTV의 기술  품질은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제고할 것이다. 3.378 0.001 채택

H5 IPTV의 콘텐츠 품질은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제고할 것이다. 3.515 0.001 채택

H6
IPTV의 합리  비용 책정은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제고할 것

이다.
4.120 0.001 채택

<표 8> 주효과 가설 채택 여부

합지수 결과
모형 합

단기
근거

x²/df(표  카이제곱) 1.743 1이상 3이하 [41]

GFI

(기 부합치)
0.908 0.90 이상 [37]

AGFI

(조정부합치)
0.861 0.80 이상 [37]

NFI

(표 부합지수)
0.925 0.90 이상 [39]

CFI(비표 합지수) 0.966 0.90 이상 [39]

RMSEA(근사평균오차제곱근) 0.066 0.08 이하 [38]

<표 7>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지수

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IPTV의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  비용 등이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IPTV 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기술  품질

과 콘텐츠 품질에만 향을 미치며 합리  비용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

상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6)이며, 가설채택 여부는 

<표 8>과 같이 정리하 다.

(그림 6)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5. 결론  향후 과제

설문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시사   향후 연구 과제 등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5.1 연구의 결론  시사

국내 IPTV 시장의 활성화를 해 정부의 지원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IPTV의 수용요인을 검증하여왔다. 본 연구는 확인된 IPTV

에 한 여러 수용요인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과 련성이 

있는지에 해 실증연구를 하 다. 연구 결과, IPTV에 한 

기술  품질이 IPTV 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288, p=.001). 한, IPTV에 한 콘텐츠 품질이 

IPTV 수용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

=.297, p=.001). 마찬가지로 합리 인 비용은 IPTV 수용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3, p=.001). 한

편, IPTV 련 정책  지원이 이들 IPTV 수용요인에 미치

는 향에 한 분석 결과에서는 IPTV의 기술  품질(β

=.211, p=.038)  콘텐츠 품질(β=.350, p=.001)에 한 향

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리  비용 

책정과는 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IPTV의 기술  콘텐츠 품질과 합리  비용 여부는 IPTV 

수용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PTV 련 

정책  지원은 기술  콘텐츠 품질에 해서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의 본격 인 서비스가 개시된지 1년이 조  지난 

지  정부는 IPTV의 기 수요창출을 하여 교육, 국방, 

의료, 민원 등 실생활에 용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IPTV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 과 활용 확 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IPTV가 성공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질의 콘텐츠를 공 하는 것이 요하며, 사업자들은 이용자

가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 하기 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세한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재정

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이다. 정부는 사업자간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IPTV만의 고품격, 고화질의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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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콘텐츠 개발을 독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보다 안정된 

수익성을 보장하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재정  담보능력이 열악한 세업자들에 한 융자지

원을 리 홍보하여 보다 다양하고 창의 인 콘텐츠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렴하고 합리 인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IPTV 이용자들에게 있어 합리  비용 책정 여부가 사

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

의 정책  지원이 합리  비용과는 상 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IPTV에 한 정책  지원은 콘텐츠 품질과 

가장 큰 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

책  지원이 아직까지는 IPTV 기 활성화를 해 콘텐츠

의 다양화  차별화된 서비스 제작  개발 지원에 치우치

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수익창출형 유통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비즈니스 친화 인 유통구조를 정착하고 해외수출을 

지원하기에 앞서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 인 IPTV 정착 

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IPTV 수용요인의 비용 인 부분

에 해 직 으로 련 있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한 TV는 정보소외 계층이었던 가정주부나 노인들이 

근하기 쉽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 IPTV 수요자 역시 

집안에서 주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장년층  노년

층의 정보소외 계층이 많은 비 을 차지할 것이다. 정보소

외 계층에 한 정부의 체계 인 실천 계획은 있지만, 이들

이 실행되기 한 우리 삶에서의 구체 인 실천 사례는 그

리 에 띄지 않고 있다. IPTV의 수용은 소비자들이 취하

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실천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를 들어, IPTV가 리모콘 하나

만 있으면 TV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의상  소

품을 검색하고 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수요자인 

장년층  노년층은 그 수많은 리모콘 버튼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러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IPTV에 한 기술의 필요성과 콘텐츠의 

차별성은 인식하지만 사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 으로 느끼는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면 IPTV의 

수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IPTV 련 정부의 정책  지원이 기술  품질과 

콘텐츠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실증 으

로 분석된 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 된다. IPTV와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해서는 기술

수용모델 등을 이용하여 수용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이들 요인 간의 계성을 밝히는 실증연구는 이루

어지지 못했던 것이 실이다.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함으

로써 정부 정책의 수정 내지는 효율성 혹은 효과성과 같은 

정책평가 수반이 요구된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안

기존의 문헌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여 IPTV 련 정부

의 정책  지원이 IPTV 수용요인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았지만, 기술, 콘텐츠, 비용 등 세가지 요인에 한정지

었다. 향후 이의 향 요인들을 더욱 정교화시키고 한 설

문의 수를 늘리되, 정책결정자와 일반 이용자, 그리고 IPTV 

서비스 제공자 등 설문 데이터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이들 

간의 입장 차를 비교해보는 연구는 본 연구의 취지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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