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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PTV 서비스의 수용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각 요인들간의 계를 악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  요인, 로우(flow) 경험  지각된 행  통제가 IPTV 서비스 수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을 기반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 하 다. 연구 결과 
사회문화  요인과 지각된 행  통제는 직 으로 서비스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으로 명되었다. 로우 경험은 
서비스 수용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지만, 서비스 이용에 한 인지 인 태도에 향을 주어 간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사회문화  요인은 서비스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된 유용성
과 용이성의 경우 로우 경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verse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IPTV services and relationships among 

them.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modified and applied the established theory of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ETAM) incorporating socio-cultural factor, flow experienc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related constructs. The 

suggested model was empirically test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o-cultural factor and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ve significant direct influences on the adoption of IPTV services. 

Second, the flow experienc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ndirect influence mediated by the attitude toward IPTV services. Third, 

the socio-cultural factor ha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Finally, 

the flow experience was influenced by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 KeyWords : IPTV 서비스 수용(Adoption of IPTV Services), 사회문화  요인(Socio-cultural Factor), 로우 경험(Flow 

Experience), 지각된 행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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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성장하고 있는 IPTV 시장은 

2007년에 1,109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12년에

는 6,429만명에 이르고, 수익규모도 2007년 18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75억 달러 수 으로 성장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1]. 국내 IPTV 시장은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nipa-2010-C1091-1001-0005)



사회문화  요인과 로우 경험  지각된 행 통제가 IPTV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향 분석

106 2010. 6

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고, 2008년 모법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 주요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서비스

가 본격 으로 제공됨에 따라 련 시장이 속

히 성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IPTV는 새로운 시장 창출 뿐 만 아니라 고용창

출 효과, 사교육비 감소, 지역  계층 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 제반 사회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2], 원격진료 서비스, 자민원 서비

스, 군 간 아들과의 상면회 서비스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재까지 IPTV에 한 선행 연구들은 IPTV의 

성격 소개, 도입 방안, 해외 사례, 경쟁 매체, 차후 

규제 방향에 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아

직까지 실 수용자 입장에서 IPTV 수용 과정을 조

망한 연구는 제한 인 범 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4-5].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사회 문화  

향과[6-7] ‘지각된 행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8]에 해 실 수용자를 심으로 IPTV 서

비스 수용 과정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을 기반으로 

분석하 다. 한, 미디어 이용에서 ‘ 로우(flow)’

를 경험하게 되면 구체 인 외부 보상 없이도 내

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의해 목  지향

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9-10], 이에 해서

도 고찰하 다. 

2. 련 연구  연구 가설

2.1 정보 기술 수용 선행 연구

정보 기술 수용에 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다

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7, 

11-13]. 특히, 데이비스(F. Davis)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수용 과정을 보편 으로 설명하는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통해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요 요인으

로 제시하 다. 여기서 인지된 용이성은 새로운 

미디어나 정보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노력 

없이 사용하기가 편리한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된 

유용성은 미디어나 정보 기술의 이용이 자신의 

직무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이 두 가지 

요인은 정보시스템 이용과 련된 태도(attitude 

toward using)를 결정하는데 요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 사용과 련된 행동의

향(behavioral intention)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연결되며, 일반 으로 지각

된 사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기술의 유

용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11].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기술들과 뉴미디어 

수용 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TAM을 통해[14-15], 뉴미디어로서의 IPTV 역시 

기술 수용에서 제시된 사용의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IPTV 수용자들의 태도와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고, 다음의 연구 가설과 같이 IPTV가 

용이하게 인식될수록, 수용자들은 더 유용하게 인

식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연구 가설 1-1: 사용의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

성에 향을  것이다.

－연구 가설 1-2a: 사용의 용이성은 이용 태도

에 향을  것이다. 

－연구 가설 1-2b: 사용의 용이성은 행동 의향

에 향을  것이다.

－연구 가설 1-3a: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 태도

에 향을  것이다.

external 

variable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Attitude 

toward 

using

Behavioral

Intention

Actual 

Usage

(그림 1)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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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들), (연도)  매체 추가 인 향 변인들

벤카데쉬(Venkatesh) 외(1983) 시스템 내제  동기(intrinsic motivation)

문(Moon) 외(1999) WWW 인지된 유희성(playfulness)

윤승욱(2004) 모바일 인터넷 이용 편의성, 사회 문화  향, 인지된 비용

주정민과 박복길(2006) 방향 TV 상호 작용성, 비용, 체성, 커뮤니 이션 필요 등

장병희와 김 기(2007) 트리  이 서비스(TPS) 기존 ICT 소유 정도, 매스미디어 이용량

김규동과 이시훈(2008) WiBro 자기 효능감, 부합성, 찰 가능성, 개 성, 비용 등

박덕완 외(2009) 모바일 상 통화 요 , 품질, 라이버시, 사회 문화  향 

김 재(2009) DMB
사회문화  향, 지각된 비용, 정책기 , 네트워크 외부성, 

수용자 신성

(표 1) 선행 연구들에 나타난 ETAM 모델 내의 추가 변인들

그러나 TAM은 수용 과정에서 사용의 용이성

과 인지된 유용성에만 지나치게 강조한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15-16] 최근에는 두 변수를 매개 

변수로 하여 이 두 요소에 향을 주는 다양한 외

부 요인들을 통합한 (그림 1)과 같은 ETAM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17]. ETAM을 이용한 선행 연구

들은 (표 1)과 같이 기술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수

용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추가 인 외부 변수

들을 모델 내에 통합 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TAM을 활용하여 IPTV 수용 

과정을 사용의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뿐 만 아

니라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회문화  

요인, 지각된 행  통제  로우 경험 등의 외

부 요인을 목하여 보다 포 인 IPTV 수용과

정을 조명하고 있다.  

2.2 사회문화  요인(socio-cultural factor)

사회문화  요인은 새로운 매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단에 많은 향을 주는데[6,18], 

씨알디니(R. Cialdini)와 골드스테인(N. Goldstein)

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문화 인 요인에 향을 

받는 이유는 기본 으로 개인이 ‘정확성 추구

(accuracy seeking)', ‘사회  계 형성(affiliation)', 

‘품  유지(maintenance of a positive self-concept)' 

등의 3가지 측면의 내제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

이다[19]. 여기서 ‘정확성 추구’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다 명확히 악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사회

 계 형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 기 치에 부합

되는 행동함으로써 다른 개인과 의미 있는 계

를 맺고자 하는 것이고, ‘품  유지’는 다른 사람

들과의 계 속에서 정 인 이미지 형성을 통

해 자 심을 높이려는 동기로 해석할 수 있다[6].  

  피쉬베인(M. Fishbein)과 아젠(I. Ajzen)은 주

 규범(subjective norms)을 통해 사회 문화  요

인이 어떻게 기술수용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

는지를 설명하고 있다[12]. 주  규범이란, 개인

이 어떤 행 를 함에 있어 거집단(reference 

group)내에서 자신이 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한 개인의 인

식이다. 즉, 이는 술한 ‘사회  계 형성’의 동

기와 연 되며, 기술수용 과정에서 개인의 합리  

단 외에 집단 내에서의 강제 인 기술수용 

상을 설명해 다. 주  규범은 다양한 매체에 

있어서 재까지도 사회 문화  향이 어떻게 

수용에 향을 주는 지에 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9,15,17-18]. 

 다른 사회문화  요인으로 ‘지각된 인기도

(perceived popularity)'[20] 혹은 ‘지각된 임계 한계

(perceived critical mass)'[18]이 있는데, 지각된 

인기도란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이 지각할 때, 개인이 이에 편

승하여 기술을 수용하려는 사회 문화 인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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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는 개념이다. 이것은 다수의 선택에 따

르면서 개인의 환경에 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는, ‘정확성 추구’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6], 

IPTV의 경제  가치 단에도 향을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IPTV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한 지각은 IPTV의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에 향을  수 있다[21].   

한편, 무어(G. Moore)와 벤바셋(L. Benbaset)은 

사회 문화  요인을 사회  이미지로 명명하고 

“ 신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상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 고[22], 링(R. Ling)

과 이트리(B. Yttri)는 이를 ‘자기 표

(self-present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하 으며[23], 

(L. Leung)과 웨이(R. Wei)는 ‘자기 과시

(showing-off)'라고 지칭하기도 하 다[24]. 어 든 

이러한 개념상의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상 제고를 한 동기와 같은 사회문화  요인

들은 신기술 수용에 향을 다고 할 수 있다[6].

결국, 사회문화  요인은 ‘주  규범’, ‘지각

된 인기도’  ‘품  유지’의 측면으로 악되어

질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수용자의 IPTV 서비

스 네트워크 외부성에 한 지각 정도를 변화시

켜, 그에 따른 수용자가 인지하는 유용성에도 

향을  수 있다. 한 주변 사람이 많이 이용함

에 따라 자신도 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리

라는 기 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이용 용이성

에 한 수용자의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다[2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가설 2-1: 사회문화  요인은 인지된 유

용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사회문화  요인은 사용의 용

이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3: 사회문화  요인은 이용 태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4: 사회문화  요인은 행동 의향

에 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각된 행  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지각된 행  통제란 행 를 하는 데 있어서 필

요한 자원, 기회, 숙련도 등의 과다 여부에 한 

사람들의 지각을 의미한다[8]. 아젠(I. Ajzen)과 매

이든(T. Madden)은 지각된 행  통제를 내  요인

과 외  요인으로 구분하 는데, 내  요인은 개

인 인 성향과 련된 요인을 일컬으며, 특정 기

술에 해 개인이 가진 기술, 능력 혹은 정보의 

양 등을 일컫는다. 반면에 외  요인은 시간, 기

회, 경제 혹은 타인의 조 등의 진  지원 환

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26-27]. 내  요인으로서의 

지각된 행  통제는 개인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한 믿음

으로 정의될 수 있는 자기 효능감과 연 되어 효

능감이 높을 경우 기술수용에 더욱 극 인 자

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29].  

외  요인으로서 지각된 행  통제는 기술 , 

인 [30], 시간 , 경제 [7] 자원(resources)들이 

얼마만큼 충분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인식할 때 기술

수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IPTV 수용에 있어 내  요인과 기술 , 

경제 인 측면에서의 외  요인에 한 개인의 

지각 여부가 행동 의향에 향을  것이라 가정

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가설 3: 지각된 행  통제는 행동 의향

에 향을  것이다. 

2.4 뉴미디어 수용 과정에서의 로우(Flow)

의 향

로우란 사람이 무엇인가에 완 히 몰입한 상

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  혹은 신체  흥

분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31]. 기술수용 과정에서 

수용자가 로우를 경험하면 합리 인 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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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체로 느끼는 즐거움만으로도 지속 인 행

를 하며[9], 많은 기술수용 선행 연구들에서 

로우의 개념은 수용자들의 행 를 설명하는 요

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32-33]. 로우의 개념

은 다차원 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하  개념으로도 측정되고 있다[18]. 트 비노(L. 

Trevino)와 웹스터(J. Webster)는 로우를 미디어

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재미있는 것으

로 인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하이퍼 미디어 환

경에서 1) 상호작용에 한 통제감(control) 2) 상

호작용의 주목(focused attention) 3) 상호작용에서

의 내재  즐거움(intrinsic interest)을 기반으로 

로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10]. 호 만(D. 

Hoffman)과 노박(T. Nvak)은 웹에서 1) 통제감

(skills and controls) 2) 놀이와 같은 즐거움(arousal) 

3) 강화된 집 감(focused attention)을 통해 이용자

들이 로우를 경험한다고 하 다[32]. 아그라왈

(R. Agrawal)과 카라하나(E. Karahanna)는 로우

를 인지  몰입(cognitive absorption)에 시간 무의

식(temporal dissociation), 집  몰입(focused 

immersion), 향상된 흥미(heightened enjoyment), 통

제감(control), 호기심(curiosity) 등 여러 개념을 하

에 두고 설명하 다[34].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로우는 미디어 수용 행

 반에, 그리고 행  이 의 태도에 향을 주

고[9,18], 로우 경험은 사람의 미디어에 한 우

호 인 정도를 증가시킨다. 한 잦은 로우 경

험은 외부의 보상 없이도 행 를 하게 만드는 하

나의 동기가 되어 미디어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게 된다[18]. 

IPTV의 경우에도 다양한 상호 작용 환경을 이

용자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 속에서 경

험된 좋은 감정으로서의 로우는 차 자체 동

기화되어 미디어에 한 호의 인 태도를 증가시

켜 이용 행 를 증가시킬 것으로 상된다. 티

(R. Retti)에 따르면 기술 이용 요구 정도가 지나치

게 높을 경우 사용자들의 로우 경험에 역효과

를  수 있는데[35], 이것은 사용자가 기술에 

해 상 으로 용이하게 인지할 경우 로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37]. 

IPTV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용의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로우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가설 4-1: 사용의 용이성은 로우에 

향을  것이다.

－연구 가설 4-2: 인지된 유용성은 로우에 

향을  것이다.

－연구 가설 4-3: 로우는 이용 태도에 향을 

 것이다.

－연구 가설 4-4: 로우는 행동 의향에 향을 

 것이다.

2.5 연구 모델

앞서 언 된 이론  논의와 가설들을 바탕으

로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연구 모델을 수립

하 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 모델

3. 연구 방법

3.1 조사 차  자료 수집

수립한 연구 모델을 근거로 IPTV 서비스 수용

에 향을 주는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기 해 

2009년 11월 23일부터 10일 동안 온라인 서베이

를 실시하 다. 설문은 KT, SK 로드밴드,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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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3사가 제공하는 Full-IPTV 서비스(실시간 

방송까지 포함한 IPTV 서비스)를 이용 인 국

의 남녀 302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 실시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서베이 문회사인 엠 인

(Embrain)에 의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

학  속성에 련된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

항에 있어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

(7)까지의 7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고, 분석은 

Amos 5.0을 이용하 다. 

3.2 조작  정의

(1)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usefulness)은 “IPTV 서비스가 이

용자에게 얼마만큼 유익한 가치를 달할 수 있

는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 연구를 참조해 모

두 3개 문항을 구성한 후, 7  리커트 척도에 의

해 측정했다. 측정 문항은 ‘IPTV 서비스를 통해서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PTV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IPTV 서비스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나에게 유

용하게 쓰이고 있다’이다. 

(2) 사용의 용이성

사용의 용이성(ease to use)은 “IPTV 서비스 이용

에 해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고 편안하게 

지각하는지의 정도”로 조작화하 다. 이를 측정하

기 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총 3개 문항을 구성

한 후, 7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했다. 측정된 

문항은 ‘IPTV 서비스의 방법은 쉽게 배울 수 있

다’, ‘IPTV 서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다’와 ‘IPTV 

서비스 이용 방법은 쉽게 능숙해질 수 있다’이다.

(3) 사회 문화  요인

본 연구에서 사회 문화  요인은 “‘주  규

범’, ‘품  유지’  ‘지각된 인기도의 세 속성에 

해 수용자들이 갖는 인식의 정도”로 조작화하

다. 주  규범을 측정하기 해 ‘내가 소 하

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IPTV 서비스 이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소 하게 생각하는 사람

들은 이미 IPTV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조만간 이

용할 것 같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부분의 

사람들이 IPTV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 IPTV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조만간 이용할 것 

같다’를 이용하 다. ‘품  유지’를 해선 ‘IPTV 

서비스 이용은 내가 속한 사회 내에서 나에 한 

정  이미지를 높여주는 데 도움을 다’, 

‘IPTV 서비스 이용은 내가 속한 사회 내에서 나의 

사회  상을 높여주는 데 정 으로 작용한

다’, ‘내가 속한 사회 내에서는 IPTV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정  이미지 형성에 도

움을 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내

가 속한 사회 내에서 나의 사회  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를 이용하 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인기도’의 경우 ‘IPTV 서비스는 이미 많

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를 이용하 다.   

(4) 지각된 행  통제

지각된 행  통제는 “IPTV 서비스 이용을 진

을 한 자원 조달의 용이성 여부 정도”로 조작화

되었다. 이를 해 내  요인으로서 지각된 행  

통제와 외  요인으로서 기술 , 경제  자원 측

면에서의 3개 문항을 구성한 후, 7  리커트 척도

로 측정했다. 측정 문항은 ‘IPTV 서비스 이용을 

한 통신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IPTV 서비스

를 한 충분한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IPTV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서비스 이용

을 한 비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이다.  

(5) 로우

로우의 개념은 이를 구성하는 하  개념으로 

측정하 는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로우의 하

 개념은 기술(skill), 통제(control), 원거리 존재

감(telepresence), 시간 왜곡(time distortion), 집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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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focused attention), 도 (challenge) 그리고 흥

분(arousal)이 표 이다. 이들 7개의 로우의 하

 개념은 다시 ‘정보로서의 감정(feeling-as- 

information)'과 ’실제 감정(actual-feeling)'으로 크

게 구분 될 수 있다[9]. 본 연구는 로우를 측정

하지 해, 실제 감정에 해당하는 개념을 이용하

여 “IPTV 서비스 이용시 집 된 주의․시간 왜

곡․원거리 존재감을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정도”

로 하 다. 집 된 주의의 측정 문항은 ‘IPTV 서

비스를 이용할 때 깊이 열 한다’, ‘IPTV 서비스

를 이용할 때 깊이 몰두한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의 다른 심사에는 집 하기 않는

다’이다. 시간 왜곡은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빨리 간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

상 인 시간의 흐름을 잊는 경향이 있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존재감의 경우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까운 주변에 해 잊

는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어디 있는

지 잊는다’, ‘IPTV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난 후 일

상생활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선 일

상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이

용을 멈추었을 때, 그 세계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이다.  

(6) 이용 태도

이용 태도는 “IPTV 서비스 이용에 해서 우호

인 정도”로 조작되었다. 이를 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3개 문항을 구성한 후, 7  리커트 척도

로 측정했다. 측정 문항은 ‘IPTV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분이 좋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7) 행동 의향

행동 의향은 “지속 으로 IPTV를 이용하려는 

정도”로 조작화되었다. 이를 해 선행 연구를 참

조해 3개 문항을 구성한 뒤,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측정문항은 ‘IPTV 서비스를 지속 으

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IPTV 서

비스를 정 으로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

게 IPTV 서비스를 권유할 것이다’이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 특성

유효 응답자 총 302명  성별 비율은 남자가 

177명으로 58.6%, 여자가 125명으로 41.4%를 차

지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 가 113명으로 37.4%, 30 가 116명으로 

38.4%, 40 가 61명으로 20.2%, 그리고 50 가 12

명으로 4.0%를 차지하 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2명으로 37.1%, 경기가 69명으로 22.8%, 인천이 

23명으로 7.6%, 부산이 19명으로 6.3%, 구가 13

명으로 4.3%, 주가 7명으로 2.3%, 기타 지역이 

59명으로 19.5%를 구성하고 있다. 학력으로는 

졸이 223명으로 73.8%, 고졸이 47명으로 15.6%, 

그리고 학원졸 이상이 32명으로 10.6%를 나타

냈다. 직업은 사무직이 97명으로 32.1%, 주부가 

46명으로 15.2%, 학생이 45명으로 14.9%, 자 업, 

문직을 포함한 기타가 114명으로 37.7%로 나타

났다. 가구 소득에 있어선 300-400만원이 70명으

로 23.2%를 차지했고, 200-300만원이 64명으로 

21.2%, 100-200만원 미만이 47명으로 15.6%, 

400-500만원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항목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명시된 바와 같다. 라운(M. Browne)과 쿠덱(R. 

Cudeck)은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0.8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40], 날리(J. Nunally)는 탐색

 연구 분야는 0.6이상이면 만족할 만하다고 보

고 있다[41]. (표 3)에서 지각된 행  통제의 경우 

0.63로 라운과 쿠덱의 기 치인 0.8 보다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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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인 측정항목  λ 재량 (t값)
개념 

신뢰도
AVE

인지된 

유용성(PU)

PU1  .888(-)

.975 .928PU2 .873(19.558)

PU3 .744(15.330)

사용의  

용이성(PE)

PE1 .884(-)

.983 .950PE2 .861(20.324)

PE3 .920(22.558)

사회 

문화  

요인(SI)

SN .944(-)

.966 .905PIMG .762(16.266)

PPOP .655(13.006)

지각된 

행  

통제(PBC)

PBC1 .635(-)

.897 .744PBC2 .668(-)

PBC3 .535(7.234)

개념 변인 측정항목  λ 재량 (t값)
개념 

신뢰도
AVE

로우

(FLOW)

FATT .797(-)

.964 .900TIDIS .838(14.672)

TEPS .734(12.877)

이용 

태도(ATT)

ATT1 .886(-)

.988 .965ATT2 .913(23.483)

ATT3 .876(21.565)

행  

의향(INT)

INT1 .874(-)

.988 .964INT2 .936(24.570)

INT3 .918(23.594)

으나 양호한 수 이고, 부분의 측정항목들의 크

론바흐 알 값(Cronbach α)이 0.8 이상이므로 측

정변수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인
측정

항목수

신뢰도 계수

(Crobach α)

인지된 유용성 3 .87

사용의 용이성 3 .92

사회문화  요인 3 .90

지각된 행  통제 3 .63

로우 3 .83

이용 태도 3 .92

행  의향 3 .93

4.3 측정 항목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분석에 들어가기 에 앤더슨(J. 

Anderson)과 거빙(D. Gerbing)의 연구에 기 하여, 

8개 구성 개념에 한 다항목 척도(multi-item 

scales)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기반을 둔 확

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37].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확인  요인분석 결과 

측정 모델의 모형 합도의 경우, χ²=454.366 

(df=254,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샘

크기와 모델 복잡성에 민감하기 때문에[38] GFI, CFI 

등을 추가 으로 이용하 다. 체 모델에 한 측

정 모델의 부합도에 있어서 CFI는 0.93 IFI는 0.93, 

TLI는 0.92로 0.9이상 기 을 충족하고[42-43], 

RMSEA의 경우에도 0.065로 0.08기 을 만족하 다

[40]. 그러나 GFI는 0.89, AGFI는 0.85로 약간 낮았으

나[44] 양호 하다고 단되는 권고수 인 0.8 보다는 

높게 나와 비교  좋은 모델 합도를 보여 주었다

고 할 수 있다[45]. 한 모든 개별 측정 변수들의 개

념 신뢰도, 평균 추출 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꼬

(R. Bagozzi)와 이(Yi)의 연구가 제시한 개념 신뢰도 

0.6 이상, AVE 0.5이상인 기 을 충족하고 있다[38].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λ 재량에 

한 t값의 평균 추출 분산에 한 검토를 통해 

평가하 다[46].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

든 λ 재량에 한 t값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p< 0.001), 모든 AVE

도 0.5이상을 보이고 있어 수렴 타당성이 확인되

었다.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앤더슨

과 거빙의 연구를 기 로, 구성 개념간 상 계

를 보여주는 φ계수의 신뢰구간(φ+2xSE) 범  안

에 개념들간에 동일하다는 가설(φ=1.0)이 포함되

는지 아닌지를 평가하 는데[37], 구성 개념들 간

의 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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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 화

계수
표 오차 t p

요인부

하량

용이성 <==

 사회문화
.610 .093 6.595 .00 .42

유용성 <== 

사회문화
.898 .098 9.124 .00 .63

태도 <== 

사회문화
.078 .079 .991 .32 .06

행  의향 <== 

사회문화
.519 .067 7.751 .00 .38

유용성 <== 

용이성
.188 .053 3.570 .00 .19

로우 <== 

용이성
.124 .052 2.386 .02 .15

이용 태도 <== 

용이성
.098 .042 2.348 .02 .12

로우 <== 

유용성
.429 .059 7.206 .00 .52

이용 태도 <== 

유용성
.294 .068 4.352 .00 .34

이용 태도 <== 

로우
.475 .069 6.843 .00 .45

행  의향 <== 

로우
-.094 .066 -1.426 .15 -.08

(표 5) 구성개념간의 상 계  표  오차

변인 PU PE SI PBC FLOW ATT INT

인지된 

유용성 

(PU)

-

사용의 

용이성 

(PE)

.457

(.091)
-

사회 

문화  

요인(SI)

.709

(.102)

.430

(.087)
-

지각된 

행  

통제 

(PBC)

-.069

(.032)

.401

(.054)

-.038

(.030)
-

로우 

(FLOW)

.572

(.093)

.386

(.082)

.627

(.092)

-.165

(.033)
-

이용 

태도 

(ATT)

.681

(.091)

.468

(.078)

.626

(.085)

-.012

(.026)

.731

(.088)
-

행  

의향

(INT)

.735

(.105)

.479

(.088)

.762

(.101)

.040

(.029)

.631

(.093)

.851

(.051)
-

* (    )안의 값은 표  오차를 나타냄

4.4 가설 모형의 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델의 합도는 경

로분석을 통해 각 이론 구성 변인 간 계수추정치

를 검증하 다. (표 6)와 같이 연구 합도에 한 

지표들은 χ²=492.14(df=176, p=0.00)이며, CFI, IFI, 

TLI  RMSEA는 기  치보다 좋게 나타났다. 

GFI와 AGFI는 기 치 0.9에 비해 약간 낮으나[44] 

양호하다고 단되는 수 인 0.8 이상은 충족함에 

따라[45] 비교  좋은 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6) 연구 모델의 합도

χ² df p GFI AGFI CFI IFI TLI RMSEA

492.14 176 0.00 .86 .82 .93 .93 .92 0.078

한 각각의 경로간의 합도에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설정된 가설

의 검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연구 가설 1-1, 

연구 가설 1-2, 연구 가설 1-3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이 IPTV 이용 태도와 이용 의향에 

어떻게 향을  수 있는지에 한 가설이고, 이

들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명됨에 

따라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 가설 2-1, 연구 가설 

2-2는 사회 문화  요인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사

용의 용이성에 어떻게 향을  수 있는지에 

한 가설이었다. 이 두 가설 모두 경로계수가 유의

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 가설 

2-3과 연구 가설 2-4는 각각 사회 문화  요인들

이 IPTV 이용 태도와 실제 행  의향에 어떻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한 가설이었다. 연구 

가설 2-3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아 기각하 고, 연구 가설 2-4는 경로계수가 유의

한 것으로 명됨에 따라 지지되었다.  

(표 7) 연구 모델의 경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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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 화

계수
표 오차 t p

요인부

하량

행  의향 <== 

행  통제
.097 .049 1.991 .05* .08

행  의향 <== 

이용 태도
.767 .073 10.528 .00 .69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사회문화 요인 

==> 유용성

.714

(p<0.01)

.634

(p<0.01)

.081

(p<0.01) 

사회문화 요인 

==> 로우

.440

(p<0.01)

.000

(p>0.05)

.440

(p<0.01)

사회문화  

요인 ==> 태도

.553

(p<0.01)

.064

(p>0.05)

.489

(p<0.01)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사회문화  

요인 ==>

행  의향

.729

(p<0.01)

.382

(p<0.01)

.347

(p<0.01)

용이성 ==> 

로우

.254

(p<0.01)

.154

(p<0.05)

.100

(p<0.01)

용이성 ==> 

이용 태도 

.294

(p<0.01)

.115

(p<0.05)

.179

(p<0.01)

용이성 ==> 

행  의향

.183

(p<0.01)

.000

(p>0.05)

.183

(p<0.01)

유용성 ==> 

이용 태도

.575

(p<0.01)

.340

(p<0.01)

.235

(p<0.01)

유용성 ==> 

행  의향

.356

(p<0.01)

.000

(p>0.05)

.356

(p<0.01)

로우 ==> 

행  의향

.230

(p<0.01)

-.080

(p>0.05)

.311

(p<0.01)

* p=0.46의 반올림 된 값

연구 가설 3은 .05 유의도 수 에서는 유의미했

으나 요인 부하량이 0.1이하로 다른 경로들에 비

해서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 가설 4-1

과 4-2는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

지되었다. 연구 가설 4-3과 4-4는 로우가 이용 

태도와 행  의향에 어떤 향을  수 있는 지에 

한 가설로서 가설 4-3은 지지되었지만 4-4는 기

각되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직 인 경로를 통한 향 

분석 외에, 몇 몇 요인에 한 간  효과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단에 따라, 이에 한 공변

량을 분해해 보았다. 공변량 분해 결과, 사회 문화

 요인은 이용 의향에 직  향 외에 간  

으로도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간 인 향 부분에서는 사회 문화  요인

이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에 향을 주

어 행  의향에 향을 주는데, 이것은 가설을 보

다 분명하게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문화  요인은 태도에는 직 인 향을 주

지 않지만, 행  의향에는 직 으로 향을 주

고, 로우 경험은 직 으로 이용 태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용 태도를 통해 간 으

로 행  의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향의 공변량 분해

(그림 3) 최종 수용 모형

5. 요약  결론

본 연구는 IPTV 서비스 수용 과정을 고찰하기 

해 기존의 기술수용 모델에서의 인지된 유용성

과 사용의 용이성 뿐 만 아니라 사회 문화  요

인, 로우 경험, 지각된 행  통제 요인에 주목하

여 이들이 어떻게 수용 과정에서 향을 주는 지

를 분석 하 고, 각 요인들을 해 설정된 가설들

은 구조 모델 방정식을 통해 검증하 다. 

연구 가설 1-1, 1-2, 1-3은 IPTV 서비스에 있어, 

기존 기술수용 모델이 얼마만큼 합한가를 평가

하 다. 가설 검증 결과, DMB와 UCC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같이 IPTV 서비스 수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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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IPTV 서비스 이용 

태도와 이용 의향에 직․간 으로 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4-15]. 더불어 사용의 용이성

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이 높게 인식된다는 

가설 한 검증되었다. 이것은 기존에 분석된 뉴

미디어의 수용에서와 같이 IPTV 서비스의 수용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기술수용 모델의 유효

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 가설 2-1부터 2-4는 사회문화  요인이 

IPTV 서비스 수용 과정에 어떻게 향을  수 

있는지 검증하기 해 설정되었다. 특히 네 개의 

가설  연구 가설 2-1, 2-2, 2-3은 사회 문화  요

인들이 매개변수(유용성과 용이성  태도)를 통

해 얼마나 간 으로 수용 의향에 향을 미치

는 가를 보기 해 설정된 것이고, 연구 가설 2-4

는 직 으로 얼마나 수용 의향에 향을 주는 

가를 악하기 해 설정되었다. 검증 결과, 사회

문화  요인은 매개변수를 통한 간 인 향보

다는 직 으로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용자가 IPTV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 인 차원에서의 효용성에 

한 것 뿐 만 아니라 주  사람들과의 계 형성 

 유지라는 사회문화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

는 것이다. 

한, 사회문화  요인은 비록 태도에는 직

인 향을 주지 않지만, 연구 가설 2-1과 2-2가 

채택됨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는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가

시 인 범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매체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른 혜택에 

한 기 를 높여주어, 그에 따른 인지된 매체의 

유용성을 증가시켜 다. 둘째,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

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IPTV 

서비스가 본래 유용하고 편리하다는 실을 증명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

은 타인의 행  자체가 기술의 본질 인 유용성

과 용이성의 근거로서 제시되어 이에 따른 개인

의 지각에 향을  수 있음은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기존 선행 연구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다

[17,40]

연구 가설 3은 지각된 행  통제가 IPTV 행동 

의향에 향을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 설

정되었다. 검증 결과, 지각된 행  통제가 향을 

 수 있으며, 기존 매체에 비해 IPTV 서비스의 

경우 상호작용성이 보다 강조된 반면, 이용자에 

입장에서는 조작이 기존 매체에 비해 좀 더 복잡

하게 느낄 수가 있다. 더불어, 이용자가 가진 기술

․경제 인 측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원 여

부의 정도가 행동 의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아젠과 메이든의 주

장과 일치하는 바이기도 하다[26].

연구 가설 4-1부터 4-4까지는 로우가 수용 과

정에서 행  의향에 어떤 향을 주는지 검증하

기 해 설정되었다. 검증 결과, 연구 가설 4-3은 

지지된 반면에 4-4는 기각되었다. 즉, 로우 경험

은 수용 행 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이 아니

라, 경험을 통한 호의 인 태도 형성에 향을 미

쳐 간 으로 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사실은 공변량 분해시 로우가 행  의향에 

간 으로는 많은 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서 

더욱 지지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9]. 한, 연구 가설 4-1

과 4-2에 한 검증 결과는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

성이 로우에 향을 주고 있음이 보여 주고 있

다. 즉, 티가 주장하 듯이 이용자는 미디어 이

용 에 한 도 감을 느끼고, 더불어 다양한 

기능이 있음을 인지할 때 로우를 가장 많이 경

험한다[35]. 물론, 이용자가 느끼는 도 감이 

히 조 되지 않거나 기능의 다양성이 충분히 인

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는 로우 경험 신 

지루함이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자가 느끼는 

한 도 감과 함께, 기능의 다양성에 한 인지에 

향을 미쳐 로우 경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용이성 역시, 이용자가 느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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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향을 미쳐 로우 경험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 ․산업  기여는 첫째, 기술

수용 모델이 단순히 기존 미디어의 범 를 벗어

나 새로이 등장하는 융합 서비스나 제품에도 

용될 수 있는지가 검증되었다. 즉, 방송․통신 융

합 매체인 IPTV 서비스에도 용될 수 있음을 검

증함으로서 차후 등장할 다양한 융합 서비스에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등한시 되었던 제반 사회

문화  요인들이 기술수용 과정에서 미치는 향

을 모델링 과정부터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서 기술

수용 과정에서 사회문화  요인의 향을 다양한 

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 

셋째, 이용자의 합리 인 단 외에, 비이성  

경험인 로우 경험이 기술수용 과정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외재  동

기가 아닌 내재  동기로서 어떻게 수용 과정에 

향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기한 기여들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이 무작  표본 추출로 나타난 결

과와 얼마만큼 유사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해

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그 유용

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무작  

표집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로우의 개념을 자기보고(self-report) 

형태로 측정하 지만, 경험표출방식(Experience 

Sampling Method)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최

의 로우 상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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