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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2 년 12 월 지상파 TV 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고 5 년만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 되었다.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감방송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UHD 방송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채널 다매체의 발전,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 수신율의 하락,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바뀐 시청자의 시청패턴 변화로 인해 지상파는 광고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전 ATSC HD 지상파는 이동 중 수신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DMB 방송이 국내에 소개되어 ‘손안의 TV’라는 장미빛 

전망으로 시작 되었으나, 저화질과 음영지역에서의 끊김 현상으로 인해 

재난매체로 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7 년 5 월에 공식 출범된 ATSC 3.0 UHD 방송은 

4K 화질의 고정형 화면과 2K HD 급 화질의 이동 수신용 화면을 같이 보낼 

수 있다. 또한 IP Layer 를 탑재 하여 한번 전파를 수신하면, 다른 기기로  

분배가 가능하기도 하고 통신망과 결합해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DMB 방송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통신사의 VOD 서비스와 

비교하여 UHD 방송의 부가서비스인 HD 모바일 방송의 도입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도입 되지 않은 서비스이므로 

유사 서비스의 속성을 추출하고 수준을 정해 여러 대안을 만들어 

설문응답자에게 선택하게 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HD 모바일 방송의 어떤 서비스 속성을 개선해야 무료보편 

서비스로써 국민 계층의 디지털디바이드를 해소하고, 유익한 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연구해 보았다.  

 

주요어 : DMB, VOD 서비스, UHD, HD 모바일, 컨조인트 분석, 

         디지털디바이드 

학   번 : 2016-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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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RCA 1 사가 제안한 NTSC 방식의 흑백 방송을 시작으로 1980 년 12 월 

KBS1 TV 컬러 방송이 실시 되고, 다채널 뉴미디어 시대로 진입하였다. 

1990 년대 들어 미국에서 표준화된 ATSC 2 방식의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 

되고 2012 년 12 월 디지털 전환 사업이 완료 되었다. 기존의 CRT3타입의 

브라운관에서 LCD4나 LED5방식의 얇은 패널로 바뀌게 되었고 화면도 점점 

커져 TV 는 거실의 중요한 가전제품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1997 년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DTV 전송표준으로 미국방식 

ATSC 로 결정 했지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미국방식은 

실내수신에 약하고 이동수신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논란이 되었다. 

정부통신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미국방식을 변경할 경우 매몰비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내 가전사가 미국방식을 염두해 투자했던 입장도 

감안하여 결국 2004 년 7 월 DTV 6 방식이 최종 합의가 되었다(민임동기, 

2004). 

 

                                                           
1 RCA(RCA Corporation)는 라디오 코퍼래이션 오브 아메리카(Radio 

Corporation of America)의 약자로 1919 년부터 1986 년까지 존재한 전자 

회사 

 
2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1996 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에서 제안한 

기술을 디지털 HDTV 방송표준으로 채택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TV 전송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시사상식사전). 

 
3 음극선관(陰極線管, cathode-ray tube, 약자 CRT)은 하나 

이상의 전자총과 인광 화면을 포함하는 진공관으로, 영상을 표시하는데 사용 

 
4 액정 디스플레이(液晶 Display) 또는 액정 표시장치(液晶表示裝置), 

줄여서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디스플레이 장치 

 
5 LED(Light Emitting Diode) 

 
6 디지털 텔레비전(Digital Television, DTV)은 기존의 텔레비전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했던 것에 반해,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소리를 방송 및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을 말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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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동 중 수신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는데 오디오 서비스만 

가능했던 유럽의 디지털라디오 표준인 유레카 147 DAB 표준을 기반으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7가 탄생되었다. DMB 는 기본적으로 

전파 송수신 방식에 따라 지상파 DMB(T-DMB)와 위성 DMB(S-DMB) 

방식으로 나뉜다. 2004년 12월 WorldDAB 포럼에서 단체표준으로 승인받고, 

2005 년 2 월 유럽 표준기구인 ETSI Broadcasting JTC(Joint Technical 

Committee)에서 표준 승인을 받았다(홍종배, 2010).   

지상파 DMB 는 위성 DMB 에 비해 고속 차량 이동 중에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난시청 지역에서는 원활히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화질이 낮으며 아직까지는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채널 수가 

그리 많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위키피디아, 디지털미디어방송 DMB).  

 

DMB 는 휴대전화와 결합해 “손안에 TV”라 불리우며 장미빛 전망으로 

시작했지만 열악한 화질과 어려운 수신환경, 통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점점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아 2012 년 8 월 31 에 위성 DMB 는 

폐지 되었다. 이후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HD 급 화질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지상파 3 사가 고화질 전환에 참여하지 않아 그 의미는 반감되었다. 

지상파 3 사의 고화질 전환 미참여에 대한 이유로는 공동으로 운영중인 

Pooq 서비스와 방송사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예를 

들어 KBS 의 마이 K 등) 등 모바일 방송 서비스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이 

시작되면 하나의 주파수로 고정형 TV 와 이동형 단말에서 모두 방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요 지상파 사업자들은 HD DMB 와 UHD 이동형 

방송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임유경, 2016).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소비가 점점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롭게 태동된 HD 모바일 8 (가칭)은 더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기존 DMB 서비스의 단점인 화질과 수신환경을 기술적으로 개선한 

서비스이며, 수신가능한 단말에서 무료로 이동중에 콘텐츠를 소비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7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디지털 

영상 및 오디오 전송 방송기술 
 
8 기존 DMB 방송의 화질을 더 효율적인 코덱을 사용해 개선한 HD DMB 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직 공식 명칭화 되어있지 않은 이 

서비스를 HD 모바일이라 한다. 



 
 
 
 

 3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들어 다매체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 

형태 변화로 나날이 매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지상파 사업자가 방송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시작한 UHD 방송의 부가서비스인 HD 모바일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시청자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속성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의 발달과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책무로 태동한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인 HD 모바일이 기존 TDMB 방송과 통신사의 

VOD 서비스에 비추어 어떤 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희소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사업자들이 모든 국민에게 추가 비용없이 

사용 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점을 보완하여야 될 

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화된 사회에서 국민 계층간 디지털 

디바이드 9 를 해소하고, 지역이나 연령, 소득에 따라 소외받는 국민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알아 

봄으로서 국민복지 증진에 대해 기여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아직 

시장에 출시 되지 않았고 인지도가 낮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요소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인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주요속성과 

수준결정이 필요한데, 유사서비스인 DMB 10 방송과 통신사의 VOD(Video 

On Demand)11서비스의 속성을 추출해 속성 수준의 조합으로 대안을 만들어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하게 하였다. 대안의 수가 많으므로 직교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 조합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석을 위해 부가질문을 더해 

설문이 이루어 졌다. 설문 결과를 다항로짓모형으로 해석하기 위해 

R 프로그램 mclogit(mclogit: Mixed conditional logit models in R) 함수를 

                                                           
9 정보 격차 (Digital Divide)는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예: 도시 대 농어촌)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 

 
10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위성 DMB 가 탑재되는 기기와 위성 DMB 

가입자가 모두 줄어들어, 대한민국에서는 2012 년 8 월 31 일을 끝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까지 존속하는 DMB 은 지상파 방송만 있음. 

 
11 Video On Demand 의 약자. 사용자가 방송을 요청만 하면 동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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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인 HD 모바일과 기존 TDMB 

및 통신사 VOD 의 선호도와 각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나이, 성별, 가구소득, 주 시청 채널 등 부가질문을 통한 교차항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케이스 별 선택 확률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 일원에서 성공리에 기술적 

검증을 마친 HD 모바일 서비스가 향후 어떻게 현실화 되고 시장에 반응을 

얻을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며, 이 연구 결과가 

국민편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 되어야 할 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 1 절 에서는 HD 모바일 방송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존 DMB 방송의 태동과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재난 매체로서의 DMB 방송의 의미를 알아보고 새로운 HD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DMB 와 어떤점에서 다른지 살펴보았다.  2 장 2 절에서는 

미디어 소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시청자들의 매체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 보았다. 2 장 3 절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의미와 

방송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 보았다. 3 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4 장에서는 본 설문결과를 가지고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함으로써 각 서비스 선호도 분석, 

한계지불의사액, 시나리오별 선택확률을 알아본다. 마지막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부족한 점, 향후 연구방향으로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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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제 1 절 HD 모바일과 DMB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7 년 2 월 16 일 경성방송국이 

개국하여 JODK 호출부호로 방송을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 (박인규, 2003). 

1956 년 KORCAD12의 HLKZ-TV 가 최초로 방송된 이래 1961 년 12 월 

31 일 KBS 개국, 1965 년 11 월 TBC 개국, 1969 년 8 월 8 일 MBC 가 개국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사 통폐합으로 TBC는 KBS에 흡수 되고 

MBC 는 공익법인 5.16 장학회와 KBS 를 대주주로 하는 방식으로 공영화가 

되었다(조항제, 2012). 이후 1991 년 12 월 9 일 서울방송(SBS)가 개국 

되었으며 1990 년도에 교육방송인 EBS 가 개국이 되고 1995 년 이후 많은 

지역 민방이 설립 되었다.  

 

1980 년 12 월 KBS1 TV 컬러 방송이 실시 되고, 1990 년대 들어 미국에서 

표준화된 ATSC 방식의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 되어 2012 년 12 월 디지털 

전환 사업이 완료 되었다. 미국방식의 ATSC 방식이 정해 지면서 이동 

수신의 대안으로 DMB 방송이 채택되어 지상파, 위성 DMB 서비스가 실시 

되었지만 열악한 화질과 음영지역에서의 수신 불가 및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 재난매체로 지정 되었음에도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다.  

2017 년 2 월 28 일 새벽 5 시를 기해 세계 최초로 ATSC 3.0 기반 지상파 

UHD 방송이 공식 개막 되었다. 1980 년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고 2012 년 

12 월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이 완료 된지 5 년 만에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이땅에 출범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을 송출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를 배분받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신사의 유료서비스를 통하지 

않고도 고화질의 화면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것과 

이동수신이 가능하고 재난방송 시 안정적인 국가재난서비스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공적 책무들을  제시한 바 있다(이상운, 2017).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기존 HD 화면 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역동적인 

화면을 시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송 통신 융합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DTV 에서의 DMB 방송은 

다른 채널을 별도로 사용해 SD 급(320*480) 화질을 보내지만 

                                                           
12 한국 RCA(KORCAD)에서 만든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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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에서는 같은 채널 내에서 HD 급 화질을 동시에 이동수신이 

가능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UHD 전송방식인 ATSC 

3.0 은 단일주파수 망으로 전국을 커버 할 수 있으며, HD 모바일도 기존 

DMB 방송에 비해 수신도 더 유리하다(전성호 2016). 

 

요약하면 UHD 방송의 HD 모바일이란 지상파 6MHz 대역안에 고정형 

4K 화면도 보내면서 남은 대역에 이동 중에도 시청 가능한 HD 급 화질을 

보내고 일반 인터넷 망과 결합하여 양방향 융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방송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1] HD 모바일(A-HD) in UHD 

(전성호, UHD 송신시스템, KBS 미래기술연구소 발표 자료 ) 

 

2005 년 지상파에서 이동수신이 가능했던 DMB 매체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태동 했지만 화질이 열악하고 많은 음영지역이 존재해 실패한 

매체로 인정 되는 현 시점에서 UHD 방송의 부가서비스인 HD 모바일의 

의미는 많은 콘텐츠를 이동 단말기로 소비하는 현시대에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고화질의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미디어로 생각된다. 

 

1. 한국사회에서 DMB 도입과 의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유럽에서는 디지털오디오 방송의 개념으로 “유레카 147”이란 

기술로 1995 년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컬러 TV 방송이 미국식 

ATSC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이동 수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1995 년 5 월에 시작된 DMB 방송은 손안의 TV,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등 

황금빛 전망으로 시작 되었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휴대폰 전화기로 이동 중에 깨끗한 화면과 CD 수준의 오디오를 들으면서 

날씨나 뉴스 등 다양한 부가 정보를 수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UHD

A-HD

데이터 등

UHD 채널
(6MHz)

16~24 Mbps

1~3 Mbps

0~2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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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폰에 기능이 

탑재되면서 시청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낼 수도 있어 

방송(Broadcasting)과 통신(Telecomunication)이 융합된 서비스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백재현, 2004). 

 

2. DMB 현황 

지상파 DMB 방송은 KBS, MBC, SBS, YTN, U1 미디어, 한국 DMB 등 6 개 

사업자가 2005 년 12 월에, 위성 DMB 방송은 TU 미디어가 같은해 5 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주파수는 지상파 DMB 는 VHF(174~216MHz)이고, 

위성 DMB 는 S Band(2.6 GHz)를 사용한다. 가입자는 2006 년 기준 지상파 

DMB 는 100 만명, 위성 DMB 는 63 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후 휴대폰 단말으로 지상파 DMB 를 수신하게 되면서 

위성 DMB 사용이 급격하게 위축 되어 결국 2012 년 8 월 위성 DMB 

방송이 종료 되었다(유승관, 이준호 2012).  

1995 년 채널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고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범하여 2000 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디지털방송과 통신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매채 중의 하나로 이동성과 시청행위의 

개인화와 사사화를 극대화 시켜주리라 기대했었던 (박승관 외, 2003) DMB 

방송은 열악한 화질과 전파의 음영지역에서 끊김, 통신환경의 발전으로 

인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으로 점점 시청자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지상파 DMB 는 2011 년 169 억원 방송사업매출을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상파 DMB 서비스 이용율은 2011 년 22.2%에서 

2015 년 18.9%로 3.3%가 감소했다. 특히 연령대에서는 2011 년에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였던 20~30 대에서 이용율이 급감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 대는 2011 년 37.4%에서 2015 년 26.7%로 이용율이 가장 하락함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50~60 대에서는 이용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이선희 2016). 

 

3. 재난 매체로의 DMB 

전파를 쏘아 다수의 시청자가 수신하는 방송(Broadcasting)개념은 DMB 

서비스도 통용된다. 더구나 이동중에 수신 할 수 있고 작은 기기로 

휴대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2009 년 재난 경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재난방송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통신기술과 환경이 발전했지만 송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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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문제 없이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에도 안정적으로 다수에게 동시에 

전달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 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도로, 지하철, 지하공간, 터널 

등에 의무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DMB 

활용율은 극히 제한적인데 2016 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3 개월 

이내 DMB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6%에 불과 하였다. 이렇게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통신환경의 발전도 있지만 320*480 해상도 수준의 

열악한 화면과 지역이 바뀜이 따라 다른 수신 주파수 및 많은 음영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 2 절 미디어 이용 형태 변화 
 

1. 미디어 이용 변화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여가 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일주일간 미디어와 뉴스 이용율을 살펴 봤을때 

텔레비젼이 가장 높았고, 모바일 기반 인터넷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가장 괄목할만한 사실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율이 2010 년 

31.3%에서 2016 년 79.5%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하루평균 텔레비젼 

이용시간은 149.8 분으로 가장 길었고, 모바일 인터넷은 67.1 분으로 그 

다음이다.  전통적인 미디어 TV, 라디오, 신문 매체는 거의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모바일 이용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2030 과 같은 젊은세대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가장 높았고, 

50 대와 60 대 이상은 아직 텔레비젼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이선희 2016). 

 

2. 시청 형태 변화(Linear or Non linear 시청) 

프로그램 시청 방법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이 가족끼리 모여 

본방송을 시청하는것 이라면 요즘은 VO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회차의 프로그램을 몰아보기 등을 젊은층 일수록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복잡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소에서 

보기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편성이라는 개념을 약화 시키면서 시청 주권을 프로그램 시청자로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시간 방송 시청을 선형(Linear)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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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라 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보는 시청 형태를 비선형(Non 

linear)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2007 년 11 월 20 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IPTV 법안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이라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통과시킨후 IPTV 가 출범하여 

VOD 서비스를 실시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TV, 옥수수 등의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확대가 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은민, 

2012). 

 

제 3 절 디지털디바이드와 방송 
 

 NEW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디지털디바이드란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불균형을 말하며, 빈부간에 디지털화가 차이가 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터넷 지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격차가 점점 

깊어지는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는 1990 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상무부(DOC)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미국, 영국, 호주 등 정보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선진국과 OECD, UN, IBRD 등 국제기구, 그리고 G-8, EU, ASEM, APEC 등 

지역협력기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염명배 2003).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정보나 컨텐츠의 습득을 고정형 기기인 TV 나 PC 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점점 많이 하게 되니,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 디바이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기도 하였다(김성규 2013). 이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군지역 보다는 시/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더 많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각성은 그것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요소와 연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보접근 및 

활용능력을 감퇴시키고 정보를 활용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보빈곤층으로 하여금 고도의 교육을 받거나 고소득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등 양질의 삶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 교육 문화적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다시 정보격차 자체를 확대재생산하는 재귀적, 상호의존적 악순환을 유발 

한다는 것이다(서이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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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있어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디지털전환에서 시작된다.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사업자와 방송사들에게는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며, 

시청자들에게는 깨끗한 화면과 MMS13(Multi mode Service)와 같은 선택의 

다양성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성숙하게 준비되지 못한 디지털 전환은 일부 

사용자에게 접근과 이용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디지털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방법 두가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점진적 해소와 국가의 적극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정군기 2007).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연구의 경우, 

김광호(2009)는 수용자들의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 

개발과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보여 주고 있다. 예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 년부터 생산되는 21 인치 이상의 디지털 TV 는 자막송수신칩을 

의무적으로 내장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아날로그 TV 를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서 볼 수 있도록 DtoA(Digital to Analog) 수신기를 저소득층에 

보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군기의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국사례를 들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의 대상자들이 

디지탈디바이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목표화된 도움계획’(Targeted Help 

Scheme)을 마련하고 75 세이상 노령인구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상지원과 

기타 소외 계층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예로 들고 있다.  

                                                           
13 하나의 채널에서 고화질ㆍ일반화질ㆍ오디오ㆍ데이터 채널 등 여러 개의 

채널을 나눠 방송할 수 있는 다채널 서비스 또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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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법론 및 연구 모형 
 

제 1 절 설문자료의 구성 및 방법론 
 

본 연구는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인 HD 모바일 방송을 유사 서비스인 

기존의 TDMB 방송 및 통신사 VOD 서비스와 비교하여 서비스의 주요 

특성인 화질, 끊김현상, 다시보기 가능여부, 채널의 다양성, 요금 등을 

바탕으로 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떤 특성이 가장 효용을 

주는지 알아보고 부가질문의 교차 항목을 통해 각 속성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는데 있다. 이 설문은 2017 년 5 월 28 일 부터 1 주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20 세 ~ 59 세) 348 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설문은 

전문 리서치 업체가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구성과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 기초 통계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자 170 49% 

여자 178 51% 

연령 

20대 81 23% 

30대 87 25% 

40대 89 26% 

50대 91 26% 

지역 

특별시 114 33% 

광역시 87 25% 

시 89 26% 

읍, 면 91 26% 

전체 348 100 

 

설문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ppendix 에 첨부하였으며, 주요 부가 

질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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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는 TV 프로그램 시청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대다수(약 

65%)가 IPTV 로 TV 를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TV 프로그램 시청방법에 대한 질문(348 명 중 중복 선택 가능) 

 

다음은 TV 프로그램 시청시간에 대한 답변으로는 1 시간에서 2 시간 사이가 

30%로 가장 많고, 2 시간 이상도 46%에 달해 아직도 TV 프로그램 시청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TV 프로그램 시청시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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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 주 시청 채널에 대한 질문 결과로,  지상파가 여전히 

우세이지만 종편채널과 기타 케이블 채널의 시청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 TV 주 시청 채널 대한 질문 

 

다음은 VOD 서비스 사용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자가 71%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5] VOD 서비스 사용 유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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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6]은 유료 서비스 사용 시 요금을 나타내며, 평균 요금은 

6300 원 정도이다. 

 

 

[그림 6] 유료 서비스 사용 시 월 요금 

 

다음 [그림 7]과 [그림 8]은 통신사 VOD 서비스 사용 중 끊김현상이나 

대기 현상 경험 유무와 이로인한 시청 중단에 대한 경험 유무 결과이다. 

통신망의 확충으로 많이 개선 되었지만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절반 정도의 사용가 끊김이나 대기현상(버퍼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통신사 VOD 서비스 중 끊김현상 또는 대기 현상 경험 유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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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끊김현상 또는대기 현상으로 인한 시청 중단 경험 유무 

 

다음은 휴대 단말기의 DMB 시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폰 

사용자보다는 안드로이드폰의 국내폰 사용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사용하는 휴대폰이 DMB 시청 가능 여부 

 

다음 [그림 10]은 모바일 기기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3]에서 1시간 이상 시청자가 76%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아직 

모바일 기기로는 TV 프로그램 시청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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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바일(휴대기기) 프로그램 시청 시간 

 

다음 [그림 11]과 [그림 12]는 남자와 여자의 장르별 시청시간이다. 남자는 

뉴스, 예능, 드라마, 스포츠를 좋아하며, 여자는 드라마, 예능, 뉴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것으로 나왔다.  

 

 

[그림 11] 남자 장르별 시청 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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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여자 장르별 시청 시간 비율 

 

다음은 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분포이다. 

 

[그림 13] 월 개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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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월 가구 소득 

 

HD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 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348 명중 251 명이 ‘그렇다’라고 대답 했으며, 일반 TV, TDMB, 

IP/Cable, 모바일(통신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 매체별 

이용시간 평균 비율은 다음과 같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TV, TDMB, IP/Cable, 모바일(통신사) 매체별 이용시간 평균 비율 

 

HD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 되었을 때 시청시간이 늘어날것이라고 응답한 

101 명의 TV, HD 모바일, IP/Cable, 모바일(통신사) 매체별 이용시간 평균 

비율은 다음과 같다([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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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V, HD 모바일, IP/Cable, 모바일(통신사) 매체별 평균 이용시간 

 

 

제 2 절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효용(utility)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attribute)의 

부분적인 효용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각 속성의 수준(level) 

변화에 대한 효용 증감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석의 

장점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속성을 정하고 각 속성 수준을 결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속성 수준의 변이에 따른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유추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유사 서비스를 통해 속성을 정하고 수준을 결정해 

시장에 출시 되지 않은 HD 모바일과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어떻게 정착 

될지 분석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가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루어진 대안들 중에 하나 또는 복수의 대안을 선택하는 설문 방식이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미래 수요 예측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항공사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조선이, 2016)’,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자연형 하천에 대한 환경자원의 가치추정 - 인천광역시 소하천을 

중심으로(이경수 외, 2014)’, ‘텔레비전 콘텐츠 VOD 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와 속성변인의 컨조인트 분석(임정수, 2013)’ 등의 연구에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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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속성 및 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속성 설명 및 수준 설정 

1. 비교 서비스(화질, 비용 및 수신관련)   

① 지상파 DMB(TDMB) : 방송사에서 전파로 송출하는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이동 차량에서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 출시 되었고, DMB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시청자 중 ´11년 22.2%에서 ´15년 18.9%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난 매체로 지정되어 지하 및 옥외 DMB수신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음영지역이 많이 줄었지만 화질이 SD급(640*480)으로 좋지 않습니다. DMB가 모바일 데이터 소모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수요층이 한정적이며 최근 단말기들의 화면 

크기나 해상도가 높아져 DMB 화질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② HD 모바일 in UHD : 지상파 UHD 방송이 2017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UHD HD 모바일은 지상파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로, 방송사에서 전파로 송출하는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이동 차량에서 수신한다는 점

에서 지상파 DMB와 동일하나, 기존 DMB보다 개선된 화질(HD급 1920*1080)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에도 전국이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지역간 이동 시에도 프로그램을 끊김 없이 시청 할 수 있고, 기존 DMB

보다 전파 수신이 더 용이(+6dB)해 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여전히 음영 지역(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곳)

에서는 수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③ VOD 서비스 : KT, SKT, LGT와 같은 통신사업자 망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로  pooq, Youtube, 

Netflix, 또는 각 통신사의 VOD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통신 속도 및 프로그램 소스에 따라 화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WiF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사용 요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신 중 끊김 현상 
(전파로 수신하는 경우는 지하나 터널 등 음영지역에서, 통신사 망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 할 경우 과부하나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대기화면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① 끊김 없음 
② 보통 끊김(약 1회 /10분) 
③ 자주 끊김(약 1회 /1분)  

3.  프로그램 최근성 

① 실시간(Live) 시청만 가능  
②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방영 후 24시간 이후) 
③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4. 시청 채널의 다양성 

① 지상파(KBS, MBC, SBS, EBS) 
② 지상파(KBS, MBC, SBS, EBS) +보도채널(YTN + MBN + 한국경제) 
③ 지상파(KBS, MBC, SBS, EBS) +보도채널(YTN + MBN + 한국경제) + 취미채널(드라마, 영화, 스포츠) 

5. 요금(월 단위) 

① 1,000원 
② 5,000원 
③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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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따라 5 개의 속성(서비스, 끊김 현상, 최근성, 다양성, 요금)과 

각각의 수준을 고려하면 구성 가능한 대안은 총 243 개(=3X3X3X3X3)가 

되어 현실적으로 모두 물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 설문을 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교성 검증(orthogonal test)를 통해 18 개의 대안을 

추출하였다. 이후 대안카드를 3 개씩 묶어 6 개의 선택 그룹을 만들고 설문 

응답자에게 각 그룹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는 그 중 하나의 질문 예시이다([표 3] 참조). 

 

[표 3] 설문에 사용한 컨조인트 카드 예시 

속성/대안 대안1 대안2 대안3 

서비스 TDMB HD모바일 통신사 VOD 

요금 0원 0원 5000원 

수신 중  

끊김 

자주끊김 

(약1회/1분) 

가끔 끊김 

(약1회/10분) 

가끔 끊김 

(약1회/10분) 

프로그램 최

근성 

실시간 시청만 

가능 

실시간 시청만 

 가능 

실시간 및  

다시보기 가능 

시청채널의 

다양성 

지상파 + 

보도채널 

지상파 +  

보도채널 

지상파+보도채

널+취미채널 

선택  O  

 

 

본 설문을 하기 전 설정한 속성과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소집단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통해 검증 하였다. 예비 설문 결과 5 가지 

속성의 모수 추정치의 부호가 적절하고, P-Value 14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가질문을 첨부해 본 설문을 진행 

하였다.  

                                                           
14 P-Value 란 관찰된 데이터의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P-Value 는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검정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다. 따라서 P-Value 가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약하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P-

Value 가 클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커짐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22

컨조인트 설문을 통해 얻은 응답 자료는 확률효용모형에 기초한 이산 

선택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소비자 n 이 선택대안집합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확률효용모형에 기초한 이산 선택모형을 이용해 추정 하였다. 

소비자가 n 이 선택 대안 j 로부터 얻는 간접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Train, 2009).  

 𝑈 = 𝑉 + 𝜀 = ∑ 𝛽′ 𝑋 + 𝜀                  (1) 

 

여기서 Unj 는 응답자 n 이 대안 j 를 선택할 때의 간접효용을 말하며, 이때 

효용은 확정적 효용(Vnj, determininistic utility)와 확률적 효용(enj, stochastic 

utility)로 구성된다. 확정적 효용(Vnj)은 응답자와 대안의 속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Xj 는 대안 j 의 속성 수준 벡터이며 β는 속성에 대한 

선호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또한 선택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 

된다(Train, 2009) 

 𝑃 =  ( )∑  ( )  (𝑗 = 1, … 𝐽)                           (2) 

 

한계지불의사액(MWTP)은 응답자가 어떤 속성의 한 단위가 바뀔 때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며, 이 값은 가격과 관련된 속성의 

추정된 가중치 𝛽  대비 다른 속성의 가중치 𝛽 를 나누어 구할 수 

있다(Train, 2009). 

 𝑀𝑊𝑇𝑃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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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HD 모바일 서비스의 가치와 기존 유사 서비스인 

TDMB 및 통신사 VOD 서비스와 비교한 선택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설문 조사 데이터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 하였다.  

 

제 1 절 TDMB 대비 HD 모바일 서비스 및 통신사 VOD 

서비스 기본속성 분석 결과 
 

TDMB 서비스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별 속성의 효용 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R 프로그램의 다항로짓 모형(mclogit)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U = 𝛽 𝑋 + 𝛽 𝑋 + 𝛽 𝑋 + 𝛽 𝑋 +         𝛽 𝑋  + 𝛽 𝑋 + 𝛽 𝑋          (4) 

 

[표 4]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속성 추정 결과 

속성 수준 𝛽 계수 표준오차 Z값 P-value 

서비스 
(TDMB 

대비) 

HD 모바일 1.365*10-1 6.784*10-2 2.012 
4.417*10-2  

* 

통신사 VOD 1.929*10-1 7.041*10-2 2.740 6.14*10-3  ** 

요금 단위(원)  -1.824*10-4 1.371*10-2 -13.306
< 2*10-16  

*** 

수신 중 

끊김 
(끊김 없음  

대비) 

보통 끊김 

(약 1회/ 10분) 
-5.177*10-1 8.246*10-2 -6.278 3.42*10-10 *** 

자주 끊김 

(약 1회/ 1분) 
-1.433 8.588*10-2 -16.689

< 2*10-16  
*** 

프로그램 

최근성 
(실시간 시청만

가능 대비)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6.470*10-2 8.608*10-2 0.752 4.5223*10-1 

실시간/다시보기 

시청가능 
8.036*10-1 7.585*10-2 10.595 < 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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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최근성의 속성 중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한 수준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왔다. TDMB 

대비 HD 모바일을 더 선호 하며 세 서비스 중에서는 통신사 VOD 

서비스를 가장 선호 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요금은 비쌀수록 선호하지 

않으며 수신 중 끊김 현상에 대해서는 끊김이 심할수록 더 싫어하며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가 모두 가능한 서비스를 더 선호 하는것으로 분석 되었다. 

시청채널의 다양성도 지상파 채널만 있는 서비스보다는 보도 채널이 더해진 

서비스가 더 선호 되었으며 지상파채널과 보도채널, 취미채널이 더해진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계수 값으로 선호의 정도만 비교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성별 어떤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의해 추정된 요금의 계수값을 이용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한계지불의사액(MWTP)을 알아본다.  

  

시청 

채널의 

다양성 
(지상파 시청만

가능 대비) 

지상파채널+ 

보도채널 
3.860*10-1 9.398*10-2 4.107 4.01*10-5 *** 

지상파채널+ 

보도채널+ 

취미채널 

5.190*10-1 7.487*10-2 6.932 4.14*10-12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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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계 지불 의사액 

 

[표 5]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존 TDMB 보다 HD 모바일서비스에 

748 원의 가치가 더 있고 통신사 VOD 서비스는 1,058 원의 가치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신 중 끊김 속성에서는 보통 끊김에서는 2,838 원, 

자주 끊김에서는 7,856 원을 지불해 끊김이 없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되었다. 프로그램 최근성의 속성에서는 실시간과 다시보기가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실시간만 제공 되는 서비스보다 4,406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시청채널의 다양성에서는 일반 지상파 

채널만 있는 서비스보다 보도채널이 추가 되었을때 2,116 원을, 여기에 

취미채널이 추가 되었을때는 2,845 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다. 

눈에 띄는 결과는 그 어떤 속성보다 수신 중 끊김현상이 많을때 설문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성 수준 한계지불의사액(원) 

서비스 

HD 모바일 748 

통신사 VOD 1,058 

수신 중 

끊김 

보통 끊김 

(약 1회/ 10분) 
-2,838 

자주 끊김 

(약 1회/ 1분) 
-7,856 

프로그램 

최근성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355(유의하지않음) 

실시간/다시보기 시청가능 4,406 

시청채널의 

다양성 

지상파채널+보도채널 2,116 

지상파채널+보도채널+취미채널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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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본 속성과 부가질문 교차 항목을 통한 분석 
 

이번 절에서는 기본 속성 외 다양한 부가 질문을 교차항목으로 넣어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선별하여 각 서비스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부가 질문 중 설문 응답자의 기본 배경 즉 나이, 

성별, 사는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시, 읍면), 가구소득과 더불어 주 시청 

채널(지상파, 종편, 기타 케이블 채널)을 고려해 보았다. 다양한 교차항목을 

투입해 R 프로그램의 다항로짓 모형(mclogit)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 유의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6] 교차항목을 추가한 다항로짓 모형 분석 결과 

속성/수준 교차항목 𝛽 계수 표준오차 Z값 P-value 

HD 

모바일 

기본 6.130*10-1 2.755*10-1 2.225 2.6094*10-2 * 

남자 3.248*10-1 1.381*10-1 2.353 1.8647 *10-2 * 

나이 -1.872*10-2 6.357*10-3 -2.945 3.232*10-3 ** 

지상파 주시청 2.673*10-1 1.410*10-1 1.895 5.8053*10-2 . 

통신사 

VOD 

기본 8.258*10-1 2.865*10-1 2.882 3.955*10-3 ** 

나이 -1.758*10-2 6.565*10-3 -2.678 7.411*10-3 ** 

요금 

기본 -6.544*10-4 2.494*10-5 -2.623 8.706*10-3 ** 

지상파 주시청 -6.175*10-5 2.853*10-5 -2.165 3.0418*10-2 * 

특별시/광역시 3.230*10-5 1.958*10-5 1.650 9.9019*10-2 . 

가구소득 3.137*10-5 1.640*10-5 1.913 5.5812*10-2 . 

수신중 

보통끊김 
지상파 주시청 -3.318*10-5 1.705*10-1 -1.946 5.1628*10-2 . 

수신중 

자주끊김 

기본 -2.308 3.531*10-1 -6.535 6.38*10-11 *** 

남자 3.738*10-1 1.746*10-1 2.141 3.2278*10-2 * 

나이 1.498*10-2 7.989*10-3 1.875 6.0765*10-2 . 

프로그램 

최근성/ 

다시보기만 가능

기본 9.079*10-1 3.466*10-1 2.620 8.804*10-3 ** 

남자 -3.482*10-1 1.751*10-1 -1.989 4.6698*10-2 * 

나이 -1.526*10-2 8.028*10-3 -1.901 5.728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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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및 다

시보기 가능 

기본 1.399 3.095*10-1 4.519 6.20*10-6 *** 

남자 -4.883*10-1 1.552*10-1 -3.147 1.649*10-3 ** 

채널의 

다양성/  

지상파+ 

보도채널 

기본 7.350*10-1 3.848*10-1 1.910 5.6101*10-2  . 

지상파+ 

보도채널+ 

취미채널 

기본 7.620*10-1 3.116*10-1 2.445 1.4473*10-2 * 

남자 -2.680*10-1 1.531*10-1 -1.750 8.0167*10-2 . 

지상파주시청 -5.815*10-1 1.556*10-1 -3.738 1.86*10-4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표 7] 속성별 선호하는 대상으로 분석결과 정리 

속성/수준 선호 여부 

HD 

모바일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선호하며,  젊고 지상파를 

주로 시청자하는 사람이 선호함. 

통신사 VOD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선호함. 

요금 
지상파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은 요금에 더 민감하

며, 대도시에 살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덜 민감함. 

수신 중 보통 끊김 지상파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이 더 싫어함. 

수신 중 자주끊김 
끊김현상은 기본으로 싫어하지만, 여자 보다 남자가 

덜 민감함. 

프로그램 최근성/ 

다시보기만 가능 
남자보다는 여자가, 젊을수록 더 선호함. 

프로그램 최근성/ 

실시간 및 다시보기 가능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선호함. 

채널의 다양성/ 

지상파+보도채널+보도채널

남자보다는 여자가, 지상파를 주로 보지 않는 층이 

더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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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HD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은 지상파를 많이 보고 여자 보다는 

남자이며 젊은층이다. 기존 TDMB 서비스 대비 통신사 VOD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HD 모바일 서비스 보다 더 선호 되며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층이 

선호한다. 요금은 지상파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이 민감한 것으로 나왔다. 시 

나 읍면 단위의 지역보다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요금에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상파를 많이 보는 사람은 

수신 중 끊기는 것을 더 싫어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민감한 것으로 

나왔다. 끊김 현상은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을수록 더 싫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시간 방송만 되는 서비스보다는 다시보기만 되는 서비스를 

선호하며 그보다는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한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 

다시보기만 되는 서비스를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싫어하는데 이는 뉴스나 

스포츠와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프로그램을 남자가 더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1] 참조). 시청채널의 다양성에서는 

예상대로 지상파만 나오는 서비스보다는 보도채널과 취미채널이 나오는 

서비스를 선호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선호한다. 지상파를 주로 

시청하는 사람은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사람들보다는 

시청채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제 3 절 Case 별 서비스 선택확률 분석 
 

선택확률이란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 간 선택을 비교 할때 사용 할 수 

있다.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계수를 선택확률 식에 대입하면 각 

대안의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𝑃 =  ( )∑  ( )  (𝑗 = 1, … 𝐽)                       (2) 

 

 기본 시나리오에서 도출되는 각 대안의 선택확률이, 다른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부 정책이나 마케팅 노력에 대한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본속성과 교차항목 중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 선택 확률을 구해 보았다. 각 

Case 별로 속성수준과 교차항목값을 가정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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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2 구분은 속성 중 가장 민감한 끊김현상으로 설정하고 현재 

TDMB 와 HD 모바일은 같은 수준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였으며, 향후 

HD 모바일은 끊김 현상이 개선 되어 통신사 VOD 서비스처럼 가끔 

끊김으로 가정 하였다.  

 Case 안에서 그룹은 성별, 소득, 사는지역, 지상파 주시청자의 계층간 

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과장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택확률이 바뀌는지 

알아 보았다.  

 

[표 8] Case1  

속성/수준 TDMB HD 모바일 통신사 VOD 

수신중 끊김현상 자주끊김 자주끊김 가끔끊김 

프로그램 최근성 실시간 시청만 가능 실시간 시청만 가능 실시간 및 다시보기 가능 

시청채널다양성 지상파+보도채널 지상파+보도채널 
지상파+보도채널+ 

취미채널 

요금 0 0 5000 

Group A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선택확률 16% 18% 66% 

Group B 
지상파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나이 많은(55세) 저소득층 

(가구소득 85만) 작은 시(읍/면)에 사는 남자인 경우 

선택확률 37% 44% 18% 

Group C 
지상파 외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30세이며 가구소득이  

500만원인 대도시에 사는 여자인 경우 

선택확률 5% 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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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은 TDMB 와 HD 모바일이 자주끊김, 통신사 VOD 는 약간 끊김이 

있는것으로 가정 하였다. 그리고 HD 모바일도 부가서비스이므로 보도채널 

구성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았다. 교차항목에서는 전체 샘플(348)에서 

남자비율 0.49, 평균나이 40, 가구평균소득 486 만원, 지상파채널주시청 

0.43 을 대입한 결과 Group A 의 선택확률은 TDMB 16%, HD 모바일 18%, 

통신사 VOD 는 66%로 나왔다.  

 Group B 는 지상파 채널을 주로 시청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나 읍 면에 사는 나이 많은 남자인 경우을 살펴 보았다. 이 경우 

선택확률은 TDMB 37%, HD 모바일 44%, 통신사 VOD 는 18%로 나왔다. 

Group C 는 Group B 와 반대로 지상파 외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가구소득이 500 만원인 특별시나 광역시에 사는 젊은 여자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경우 선택확률은 TDMB 5%, HD 모바일 5%, 통신사 

VOD 는 90%로 나왔다.  

평균 교차 항목값을 대입한 Group A 의 결과에서 끊김현상 개선없이 

화질만 나아진 HD 모바일의 선호는 기존 TDMB 서비스와 유사하다.  

끊김현상 개선없이 화질만 나아진 서비스로는 새로운 매체로써 자리매김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Group B 와 Group C 의 결과는 대도시의 

소득이 많고 젊은층의 여자일수록 통신사 VOD 서비스를 선호하지만, 

지상파채널을 주로 시청하고 소득이 낮은 작은 도시에 사는 나이 많은 

남자인경우 HD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은 계층간 디지털 

디바이드를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매체로써 HD 모바일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ase2 은 case1 대비 HD 모바일이 끊김 수준이 가끔 끊김 수준으로 

개선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HD 모바일도 

부가서비스이므로 보도채널 구성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았다. 

교차항목에서는 전체 샘플(348)에서 남자비율 0.49, 평균나이 40, 

가구평균소득 486 만원, 지상파채널주시청 0.43 을 대입한 결과 선택확률은 

TDMB 10%, HD 모바일 47%, 통신사 VOD 는 4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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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Case2(교차항목 평균값, HD 모바일이 가끔 끊김이 있다고 가정) 

속성/수준 TDMB HD 모바일 통신사 VOD 

수신중 끊김현상 자주끊김 가끔끊김 가끔끊김 

프로그램 최근성 실시간 시청만 가능 실시간 시청만 가능 
실시간 및 다시보기 

 가능 

시청채널 다양성 지상파+보도채널 지상파+보도채널 
지상파+보도채널+ 

취미채널 

요금 0 0 5000 

Group D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선택확률 10% 47% 43% 

Group E 
지상파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나이 많은(55세) 저소득층 

(가구소득 85만) 작은 시에 사는 남자인 경우 

선택확률 24% 64% 12% 

Group F 
지상파 외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30세이며 가구소득이  

500만원인 대도시에 사는 여자인 경우 

선택확률 8% 49% 44% 

 

HD 모바일의 끊김현상이 개선된 선택확률값의 차이는 HD 모바일은 

29%의 증가와 통신사 VOD 서비스는 23%의 감소의 결과가 있었다. 이는 

통신사의 VOD 서비스 사용을 HD 모바일로 이동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음영지역 해소로 무료서비스인 HD 모바일이 

활성화 되면 통신사 VOD 서비스에서 HD 모바일로 이동하는 비율이 23%에 

이른다. 설문지의 부가 질문에서 현재 유료 VOD 서비스 이용자는 43%인 

165 명이고 월 지불 요금은 5,000 원으로 가정하였다. 대략적으로 

설문집단에서는 165*5000*0.23=189,750 원의 월 유료 서비스 절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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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전체 국민 1 년으로 계산해 보면 189,750 원 * 

37,568,528 명15/348 명*12=245,814,765,103 원으로 추정 된다.  

Group C 에서의 지상파를 주로 시청하지 않고 대도시에 사는 비교적 

소득이 많은 젊은 여자층도 끊김현상이 개선되면 HD 모바일 선호가 통신사 

VOD 서비스보다 많게 나오는 점은 [그림 12]와 같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시청 시 HD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 할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10] 기타 Case 

Case 시나리오 

선택확률 

TDMB
HD 

모바일 

통신사

VOD 

1 

TDMB(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통신사VOD(자주끊김,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42% 48% 11% 

2 

TDMB(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통신사VOD(가끔끊김,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31% 36% 33% 

3 

TDMB(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30% 34% 36% 

4 

TDMB(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14% 17% 69% 

5 

TDMB(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가끔끊김, 

보도채널 추가),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10% 44% 46% 

6 

TDMB(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끊김없음, 

보도채널 추가),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9% 48% 43% 

7 

TDMB(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끊김없음, 

보도채널 없음),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5,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12% 31% 57% 

8 

TDMB(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끊김없음, 

보도채널 없음),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3,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10% 24% 66% 

9 

TDMB(자주끊김, 보도채널 추가), HD모바일(끊김없음, 

보도채널 없음), 통신사VOD(끊김없음, 모든 채널 구성 

가능, 요금 10,000원), 나이, 소득, 성별 등 평균값 

18% 46% 36% 

 

                                                           
15 15 세~65 세, 2017 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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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분석결과 의미 
 

TDMB 방송이 무료 서비스임에도 사용자들에게 소외되는 주 이유가 

열악한 화질과 많은 음영지역으로 인한 끊김현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통신환경의 발전으로 스트리밍서비스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소비 성향이 본방을 사수하는것 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바일기기, 특히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1995 년 채널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고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범하여 2000 년대에 들어서는 본격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해 그동안 콘텐츠생산에서 독점적인 위상을 차지했던 지상파의 

영향이 감소되고 2011 년 종편채널의 등장, 유투브 및 2015 년 Netfilx 와 

같은 서구 거대 자본의 VOD 서비스 업체가 들어 오면서 지상파 위주의 

TDMB 의 볼거리는 더욱 약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생각해보면 

TDMB 의 화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3 가지 비교 서비스에서 가장 민감한 

서비스 선택의 속성은 끊김현상에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HD 모바일서비스는 기존 TDMB 서비스보다 수신이 더 유리 하지만(전성호, 

2016) 전파의 특성상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많은 중계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중계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음영지역을 통신망 정도로 줄여 

주어야 새로운 매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TDMB 의 화질을 개선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명맥만 

유지하는 것처럼 HD 모바일도 화질만 개선 되어서는 기존 TDMB 

서비스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화질만 좋고 음영지역이 

많아 수신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매체로써 자리를 잘 못 잡을 가능성이 많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든 방송사든 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려면 얼마만큼 음영지역을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이다. 중계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음영지역이 해소 된다면 HD 모바일도 방송의 특성상 

아무리 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수신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는 

이전 TDMB 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했던것처럼 고화질로 재난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UHD 방송의 표준인 ATSC 

3.0 에는 깨우기 신호(Wake_Up)를 보내 수신 단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재난매체로 지정된다면 재난 상황을 다수의 국민에게 보낼때 

유용하며, 재난현장의 상황을 재난컨트롤 본부나 다른곳에 알릴때 통신망을 



 
 
 
 

 34

사용함으로써 통신상의 부하를 줄여 상호 보완 매체로 사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중계기를 촘촘히 구축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것이나 

저소득층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고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의 저소득층에게는 이 신규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공영방송사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HD 모바일의 끊김속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통신사 

VOD 서비스에서 HD 모바일로 약 23%의 사용자 이동이 있을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금액은 년 2,500 억으로 추산 된다. 이 금액은 기존 TDMB 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갭필러(Gap filler) 16  비용 500 억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홍명호 2005). 일년에 2,500 억 정도 통신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면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책무인 재난매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국민의 무료 보편서비스로써 HD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상파 방송사가 음영지역 해소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때 드는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무료 

보편적인 매체 접근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의미에서도 이 서비스의 

활성화는 의미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지상파 사업자가 지닌 전파라는 희소성이 있는 플랫폼의 절대 위상과 

콘텐츠가 날로 약화 되는 시점에 2017 년 5 월 세계 최초 UHD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개막은 지상파 사업자뿐 아니라 가전사, 방송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상기의 보급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미미하기만 하다. 이는 실감방송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는 UHD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실험방송을 할 때는 유럽방식(DVB T-2)으로 진행했다가 결국 

개막 시에는 방송표준을 미국방식(ATSC 3.0)으로 정해 최근의 삼성전자나 

LG 전자 수상기 외는 UHD 방송을 수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기존 구입된 유럽식 UHD TV 를 산 

108 만 가구에게 수신기를 무료로 제공하라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박소연 
                                                           
16 고층 빌딩에 의해 전파가 차폐되는 지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소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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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또한 지상파 사업자가 IPTV 나 케이블 방송에 UHD 방송을 

재전송하지 않아 안테나를 통한 직접수신을 하지 않으면 지상파 UHD 를 

보지 못하는데 직접수신율도 한자릿수로 낮을 뿐더러 공청 시설들이 아직 

준비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 TDMB 방송이 열악한 화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고 UHD 방송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UHD 방송의 부가서비스인 HD 모바일을 

논하는것은 별 의미가 없는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보다는 작은 도시나 읍 면에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HD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것을 보면 통신환경의 발전으로 다양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은 되었지만 유료서비스 요금 부담과 디지털 

이해도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무료 보편서비스의 필요성이 아직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UHD 방송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해 HD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설문응답자들에게는 없으리라 생각하며,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이 

얼마나 있을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이다. 만약 HD 모바일방송이 기존 

TDMB 의 재난 매체로서의 역할을 대체 할 수 있다해도 기존 

TDMB 사업자와 HD 모바일 신규 사업자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 할지는 

이번 연구에서는 고려 되지 않았다.  

 

둘째,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시작한 우리나라이지만 DTV 디지털 

전환이 얼마 되지 않고 ATSC 3.0 송신 규격이 정해진지 오래 되지 않아 

수신기 보급이 얼마 안되어 가정 시청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아날로그 

TV 방송에서 DTV 전환 시 많은 주파수 정리가 있었던 것처럼 만약 

2027 까지 UHD 방송이 전국화 된다면 어떻게 TV 방송 매체를 정리 해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UHD 방송은 단일 주파수 망으로 전국을 

커버 할 수 있어 주파수 효율이 높기 때문에 UHD 전환이 이루어 진다면 

많은 기존 주파수를 정부에 귀속 시킬 수 있다. HD 모바일방송도 어떻게 

활용할지, 음영지역을 해소 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하며, 고가의 수상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회층에게 어떻게 

UHD 방송을 시청 하게 할 수 있을지, 기존 TDMB, DTV,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리 할 수 있을 지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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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User Preference and the Benefits of 

Service for UHD Mobile Broadcasting 

Hoo Sam LEE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terrestrial digital conversion was completed in 2012, the world's 

first UHD era began in five years. In previous ATSC HD broadcasting, it is 

impossible to receive while on the move. As an alternative, DMB broadcasting 

was introduced in Korea and released as a service type combined with a 

mobile phone. Despite it has been designated as a disaster media, it has 

resulted in fail dute to a low image quality and breaks in shadow areas. The 

ATSC 3.0 UHD broadcasting which started this time can send 4K-definition 

fixed-type screens and 2K HD-quality mobile reception screens together. 

Because it is equipped with IP Layer, it can be redistributed to other devices 

once it receives radio waves and provide various bidirectional services 

combined with net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ilure 

factors of existing TDMB and to predict how HD Mobile Broadcasting, an 

add-on to UHD broadcasting, will respond to the market in comparison to 

VOD services of the telecom company. After the attributes and level of TDMB, 

HD Mobile, and VOD service of the telecom company were set, 18 

combinations of properties and services were formed through orthogonal 

analysis and devided into 3 groups to allow respondents to select.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R program and a multinomial logit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HD mobile service is worth 748 won 

more than existing TDMB and carrier VOD service is worth 1,058 won more. 

In the case of disconnected properties during reception, the result was 

obtained by paying 2,838 won to 7,856 won for uninterrupted service. The 

property of the program's newest features showed that it is willing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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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won more than the real-time only services to use real-time and re-

viewable services. In the diversity of viewing channels, it is shown that when 

news channels are added, they are willing to pay 2,116 won more for news 

channels and 2,845 won more for hobbies than for services with only 

terrestrial channels. A noticeable result indicates that the survey respondents 

react sensitively when there is a lot of interruption in during reception than 

any other attribute. 

Analysis of additional questions by cross-section shows that people who 

prefer HD mobile services are male rather than female and younger. Telecom 

VOD services are preferred to HD mobile services over existing TDMB 

services and younger people are preferred. The charge came out to be sensitive 

who mainly watch terrestrial channels. People who living in metropolitan or 

big cites are less sensitive than those living in towns or villages. People who 

watch a lot of terrestrial channels hate to be disconnected during reception, 

and women are more sensitive than men. It is analyzed that the younger the 

more dislike disruption. Rather than real-time broadcast services, re-viewing 

services are preferred. In the diversity of viewing channels, women prefer news 

channels and hobby channels to only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 as 

expected. On the other hand, it is analyzed that younger people want more 

diverse viewing channels than older people. People who watch terrestrial 

channels mainly are less sensitive to the diversity of channel than those who 

watch IPTV or cable channels. 

Assuming that TDMB and HD Mobile are free and frequently disconnected 

in reception, news channels and real-time broadcasting are possible, the 

telecom company VOD is occasionally cut off and is available in real-time 

and re-viewing services which includes price at 5,000 won. Then the service 

selection probability of each service was 16% for TDMB, 18% for HD mobile 

and 66% for VOD. When the shaded area problem is solved to some extent 

and HD mobile is disconnected sometimes, the choice rate in the average of 

age, income and cities was 10 percent for TDMB, 47 percent for HD mobile, 

and carrier VOD was 43 percent. As a result, if 23 percent of service users 

change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connection, the effect of saving the 

paid service to the entire nation between 15 and 65 years is 280 billion won a 

year.  

If HD Mobile free servic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can serve as a disaster media and provide benefits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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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should take serious efforts to 

resolve the shaded area. 

 

  

Keywords : UHD, HD Mobile, TDMB, VOD, Conjoi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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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HD Mobile in UHD 선호도 조사 
(HD Mobile : HD 급 화질을 이동수신 할 수 있는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학생 이후삼 입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단지 이러한 의견이 

몇 %라는 통계를 내는 데 만  이용될 뿐 그 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 별     : 1. 남자 2. 여자   
▣ 연 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 지 역1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 역2       :  1. 특별시  2. 광역시  3. 시 4. 읍, 면 
▣  TV시청 방법(중복선택가능)  :  1. 지상파 직접 수신 2. 휴대폰 DMB (휴대전화 내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 3. 통신사 서비스 (POOQ, 
Tving)  4. IP TV(SK B tv, KT olleh tv, LG U+ tv) 5. 케이블(현대 HCN 등) 6. 위성TV(스카이라이프 등)  
▣  TV시청 시간(일 단위) : 1. 30분이내   2. 30분 ~ 1시간 이내  3. 1시간이상 ~ 2시간 이내 4.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5. 3시간 이상  
▣  가장 많이 시청 하는 채널 : 1. 지상파(KBS, MBC, SBS, EBS) 2. 종편(TV조선, MBN, 채널A, JTBC) 3. 기타 케이블채널(tvN 등) 
▣ 통신사 VOD 유료 서비스(PC나 휴대폰으로 통신사 망을 이용해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 를 시청하는것) 사용 경험 :   
                             1. 현재 이용 중   2. 과거에 사용  3. 경험 없음 
▣  VOD 서비스 중 끊김 현상이나  대기 현상을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1. 있다  2. 없다 
  ▣ (위 질문에 1 인 경우) 그렇다면, 끊김 및 대기 현상이 너무 심하여 컨텐츠 시청을 중단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 1. 있다 2. 없다 
▣  사용하는 휴대폰 종류 : 1. DMB 시청 가능 2. DMB 시청 불가능  
▣ 모바일(휴대기기) 프로그램 시청 시간(일 단위) :  1. 30분이내  2. 30분 ~ 1시간 이내  3. 1시간이상 ~ 2시간 이내 4. 2시간 이상   
▣ 유료서비스 이용 시 요 금(월 단위)  :  1. 5,000원 이하 2. 5,000원 이상 ~ 10,000원 이하 3. 10,000원 이상 
▣  개인 월 평균소득  :  현재 귀하의 월평균 총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소득이 아닌 귀하의 개인 소득을 보너스,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1. 100만원 이하 2. 100만원 ~ 200만원 3. 200 ~ 300만원 4. 300만원 ~ 400만원 5. 
400만원 ~ 500만원 6. 500만원 ~ 600만원 7. 600만원 ~ 700만원 8. 700만원 ~ 800만원 9. 800만원 ~ 900만원 10. 
900만원 이상 

▣  가구 월 평균소득  :  현재 귀하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 구성원의 월 총 소득) :  1. 100만원 이하 2. 100만원 ~ 
200만원 3. 200 ~ 300만원 4. 300만원 ~ 400만원 5. 400만원 ~ 500만원 6. 500만원 ~ 600만원 7. 600만원 ~ 
700만원 8. 700만원 ~ 800만원 9. 800만원 ~ 900만원 10. 900만원 이상

 
지금부터는 UHD 방송의 HD Mobile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선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별로 제시된 대안은
다음과 같이 5 가지 특성을 조합하여  만든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다음의5 가지 특성 설명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교 서비스(화질, 비용 및 수신관련)   

① 지상파 DMB(TDMB) : 방송사에서 전파로 송출하는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이동 차량에서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 출시 되

었고, DMB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시청자 중 ´11년 22.2%에서 ´15년 18.9%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난 매체로 지정되어 지하 

및 옥외 DMB수신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음영지역이 많이 줄었지만 화질이 SD급(640*480)으로 좋지 않습니다. DMB가 모바일 데이터 

소모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수요층이 한정적이며 최근 단말기들의 화면 크기나 해상도가 높

아져 DMB 화질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② HD Mobile in UHD : 지상파 UHD 방송이 2017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UHD HD mobile은 지상파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로, 

방송사에서 전파로 송출하는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이동 차량에서 수신한다는 점에서 지상파 DMB와 동일하나, 기존 DMB보다 개선된 화질

(HD급 1920*1080)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이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지역간 이동 시에도 프로그램을 끊김 없이 시청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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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기존 DMB보다 전파 수신이 더 용이(+6dB)해 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여전히 음영 지역(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곳)에서는 수신

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③ VOD 서비스 : KT, SKT, LGT와 같은 통신사업자 망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로  pooq, Youtube, Netflix, 또는 각 통신사의 VOD서비스

를 의미합니다. 통신 속도 및 프로그램 소스에 따라 화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WiF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사용 요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신 중 끊김 현상 
(전파로 수신하는 경우는 지하나 터널 등 음영지역에서, 통신사 망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 할 경우 과부하나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대기화면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④ 끊김 없음 
⑤ 보통 끊김(약 1회 /10분) 
⑥ 자주 끊김(약 1회 /1분)  

3.  프로그램 최근성 
④ 실시간(Live) 시청만 가능  
⑤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방영 후 24시간 이후) 
⑥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4. 시청 채널의 다양성 
④ 지상파(KBS, MBC, SBS, EBS)
⑤ 지상파(KBS, MBC, SBS, EBS) +보도채널(YTN + MBN + 한국경제) 
⑥ 지상파(KBS, MBC, SBS, EBS) +보도채널(YTN + MBN + 한국경제) + 취미채널(드라마, 영화, 스포츠) 

5. 요금(월 단위) 
④ 1,000원 
⑤ 5,000원 
⑥ 10,000원 

 
문1)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5,000 원  

대안 2 HD Mobile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 5,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 10,000 원  

 
문2)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10,000 원  

대안 2 HD Mobile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보도채널 1,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거의없음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1,000 원  

 
문3)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최근성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끊김 없음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 5,000 원  

대안 2 HD Mobile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실시간
시청만 가능 지상파 10,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끊김 없음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보도채널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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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최근성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 10,000 원  

대안 2 HD Mobile 끊김 없음 실시간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10,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실시간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5,000 원  

. 
 

문5)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최근성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끊김 없음 실시간
시청만 가능 지상파 1,000 원  

대안 2 HD Mobile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1,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실시간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 5,000 원  

 
 

 
문6)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최근성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실시간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 1,000 원  

대안 2 HD Mobile 끊김 없음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보도채널 5,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 1,000 원  

 
 
문7) 다음 속성 조합 중  귀하께서 가장 가입하고 싶으신 대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비스  2. 수신 중 끊김  3. 프로그램  4. 시청채널의 다양성 5. 요금 선택 

대안 1 TDMB 자주 끊김 
(약 1 회 /1 분)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보도채널+취미채널 5,000 원  

대안 2 HD Mobile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다시보기 시청만 가능 지상파 5,000 원  

대안 3 통신사 VOD 보통 끊김 
(약 1 회 /10 분)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
시청 모두 가능 지상파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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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는 다양한 매체(TV, DMB, IPTV 등)로 컨텐츠 (드마마, 뉴스, 예능 등)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다음은 시청자들의 컨텐츠 및 매체 사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일반 TV 및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하루에 얼마나 컨텐츠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        시간(분)/일)  

 

2. 귀하의 장르별 시청시간을 아래 표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르 드라마 뉴스 다큐,교양 예능 스포츠 취미(낚시, 

바둑 등) 

기타 

순위        

 

3. 귀하의 매체별 시청시간을 아래 표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UHD HD mobile은 지상파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로, 방송사에서 전파로 송출하는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이동 차량에서 수신한다는 점에서 지상파 DMB 와 동일하나, 기존 DMB 보다 개선된 화질(HD 급 

1920*1080)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이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지역간 이동 시에도 

프로그램을 끊김 없이 시청 할 수 있고, 기존 DMB 보다 전파 수신이 더 용이(+6dB)해 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하는 UHD 방송의 부가 서비스인 HD Mobile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예(질문 4-1 로 계속)   2) 아니오(종료) 

 

4-1. 그렇다면 귀하는 HD Mobile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귀하의 전체 컨텐츠 이용시간은 얼마나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변화 없음 2) ___ % 증가 

 

4-2. HD Mobile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경우 귀하의 매체별 시청시간을 아래 표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억을 원할하게 하기위해 1,3 번 항목 답변 띄워주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구분 TV(지상파) TDMB IP/Cable TV 통신사 VOD 

이용시간(전체100%)     

구분 TV(지상파) HD Mobile DMB IP/Cable TV 통신사 VOD 

이용시간(전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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