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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방송 중인 Full HD, Up-scaling UHD, 4K UHD Native의 세 가지 콘텐츠품질을 대상으로 일반 가정의 TV 시
청거리인 2.5m 거리에서 55, 65, 75인치 세 가지 크기의 TV수상기를 이용하여 주관적 화질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화질평가 실험은
화질평가 응답이 부적합한 4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169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SPSS 25.0를 이용하여 콘텐츠품질이 성별, 수상기 크
기, 선호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기를 통한 객관적 화질평가와 주관적 화질평가 결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su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 of the content quality was to examine by the assessors about the three 
content quality of HD, Up-scaling UHD, 4K UHD Native that is currently broadcasted. The comparative assessment was conducted 
using three types of TV sets, 55, 65, 75 inches, at a distance of 2.5 meters which is the distance of watching TV in general 
households. Among the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the video quality evaluating experiment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answering data of the final 169 persons were adopted after removing the data of 4 persons who answered inadequately in the 
evaluation of the video quality. The effects of gender, preference of program genre, size of TV se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SPSS 25.0 analysis package. In addition to these, the o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 through the measuring instrument 
was perform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su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

keyword : Subjective Assessment, Objective Measurement, Preference of program genre, Image Quality, 
DSCQS(Double-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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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개시라는대대
적인 홍보를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UHD로제작하
는 등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3사는 2012년부터 UHD 방송을
위해 유럽방식(DVB-T2)을잠정표준으로시험방송을 시행
하였지만, 2016년 6월미국방식(ATSC3.0)으로방송표준이
변경되어 2017년 3월 이전에 구매한 UHDTV로는 별도의
수신기기또는셋톱박스없이는 UHD를수신할수없게되
었다1). 또한 인간의 눈이 채도보다 휘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특성에 부합하고자 지금까지의 TV보다 확연하게 개
선된 SMPTE ST.2084 및 ITU-R BT.2390 표준의 HDR 
(High Dynamic Range) 기술이부각되고있지만, 다양한규
격(HDR10, Dolby Vision, HLG, S-Log3 등)들이 혼재하여
TV수상기에서해당 규격을 지원해야만 HDR이적용된 영
상을볼 수있다. 이런 HDR에대한기술은아직도개발경
쟁상태에있으며 개인적인선호도 차이가크기때문에어

떤 기술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HDR을적용한콘텐츠를제작하는작업은많은시간과노력
이필요함으로방송사에서도특정프로그램에한하여후보

정작업을거쳐방송하는상황이라아직보편화된제작방식

으로보기에는이르다. 유료방송조차도제공하는 UHD 콘
텐츠는영화, 다큐멘터리등에한정되어있으며 HD 콘텐츠
를 업스케일링(Up-scaling)2)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작 UHD를 표방하는 콘텐츠임에도 HD 콘텐츠
대비우수한품질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고, 심지어일반
가정환경에서는전문가가아니고서는차별성을느끼기힘든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UHD 콘텐츠를 성능
평가한선행연구[1][2]는있으나그러한성능평가는전문가시

각과측정용장비에의한데이터로일반시청자들이일상적

인 TV 시청환경에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일반가정의시청환경하에서비전문가의

시선으로 Full HD, Up-scaling UHD, 4K UHD Native의콘
텐츠품질과 TV수상기 크기에 따른 인간의 시지각적 반응
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국제표준기구인 ITU와일본의경우, 화질평가를위
한표준동영상을제작하여미디어업계와학계에서사용되

고있으나, 우리나라에는아직까지화질평가용표준동영상
이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 ITU-R BT.2245-3 (2017.10) 보
고서3)에서제시하는평가용표준동영상기준에준하여, 평
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용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대표적인 주거형태인아파트4), 그중에서
도 일반적인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의 시청거리 2
∼3m를기준으로 UHD TV수상기의 크기별(55/65/75인치)
로 Full HD, Up-scaling UHD, 4K UHD Native 콘텐츠 화
질 인식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원본 영상과의 차이를 비교
하는기존연구에서도시청거리가멀어질수록화질열화를

인식하는능력이떨어졌다는결과가있으므로[3], 본논문에
서는일반적인가정의거실시청환경에서콘텐츠의품질과

TV수상기 크기에 따른 화질평가 실험을 통해 UHDTV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시청자의 성별, 선호하는 주시청장르에따라 TV
수상기의크기별로화질평가가어떠한영향을받는지분석

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일반시청자들의관점에서콘텐츠

품질의 인지 정도를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가현재의 UHD 방송서비스를어떻게받아들이는지
를진단하여시청자의니즈를파악함과동시에 UHDTV 활
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화질평가 방식

화질평가 방식에는 객관적 화질평가(Objective Video 

1) UHD Korea, http://uhdkorea.org/?cat=152

2) 업스케일링(Up-scaling) : UHDTV의 화질 개선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HD로 제작된 콘텐츠를 UHD로 변환시켜 준다. UHDTV가 보급되며 콘텐츠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상하고 있다.

3) HDTV and UHDTV including HDR-TV test materials for assessment of picture quality

4) 2019 주거실태조사(Korea Housing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절반 수준(48.6%)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중소득층(중산층)의 74.5%가 아파
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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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ssessment)와 주관적 화질평가(Su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가 있다. 
객관적화질평가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정기로 화질

을 측정하므로 평가가 용이하고 저비용이 가능한 반면, 인
간이인지하는시각이나선호도를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객관적 화질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시신경으로 지각된 화질(perceived quality)을 측정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비
제조사들은객관적인방법과함께소비자의선호도에주안

점을 두어 화질에 대한정보를완성한다. 객관적 화질평가
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주로 최대 신호 대 잡음비

(PSNR)5) 측정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화질평가는 실제 사람이 평가자가 되어 체감(인
지적) 화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화질평가가 가능
한반면평가준비에많은노력이요구된다. 이방식은평가
자들에게 실험영상을 보여주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인식하

는 화질을 평가하므로 신뢰도가 높지만, 실시간적용이힘
들고, 측정자의 신체적인 상태나 감정상태에따라 영향을
받으므로반복수행시 동일한결과를얻기어렵다는단점

이있다. 또한실험방법과환경에따라결과가다를수있으
며, 실험환경을 갖추고 평가자를 모아실험을실시하는작
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
고주관적화질평가는객관적화질평가에서불가능한한계

를 극복하고 인간이 인지하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오랜 동

안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입증되어 왔다.
주관적 화질평가방법은 ITU에서 권고하는 다양한 방법
을 비롯하여 SAMVIQ6)(Subjective Assessment Methodo- 
logy for Video Quality), ACR7)(Absolute Category Rating) 
등이사용되는데, 본연구에서는 ITU-R Rec. BT.500-11 권
고안에 제시된주관적화질평가방법에준하여실험하였다. 

ITU-R Rec. BT.500-11 권고안에는여러 가지주관적평가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DSIS(Double-stimulus impair-
ment scale)와 DSCQS(Double-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DSIS 방법은
영상이새로운시스템이나전송과정에서입은손실에의한

화질 열화를 평가할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엔·디코더
(en·decoder) 등의 시스템이나 전송단계를 거치기 전과 후
의 품질차이(열화정도)를분석할 때적용한다. DSCQS 방
법은화질의관점에서새로운시스템이나전송시스템을평

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호규격을 달리한 원신호에

대한 주관적 화질평가에 사용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있으며, 본 실험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본 연구
에는 이 방식을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2. 시청거리와 해상도

본논문에서화질비교분석시 TV수상기크기를매개변
인으로 하였다. TV수상기의 크기별로 화질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가없기에새로이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최
근 TV수상기 65인치가 150만 원대 전후로 판매되고 있으
며, 멀지않아 75인치도 100만원대에진입할것으로전망
되어 55인치, 65인치, 75인치세가지크기를실험대상으로
정했다. 

UHD 방송서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TV수상기 크기 또
한 커지고 있어 화질에 대한 연구에서 시청거리를 고려해

야만 한다. 시청거리는 이미지의 라인 수에 따라 다르다. 
해상도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관측자가 두 점 사이의 시각

적식별한계에위치해야한다. 그림 1과같이정상시력관
측자의 식별능력은평균 1 arcmin8)(minute of arc)이며, 이
것은 1˚당 30 사이클(cycle per degree, cpd)의 임계패턴빈

5)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to-noise ratio) :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력에 대한 잡음의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주로 영상 또는 동영상 손실
압축에서 화질손실정보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최대 신호 대 잡음비는 신호의 전력에 대한 고려 없이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이용
해서 계산할 수 있다.        

6)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에서 제시한 주관적 화질평가 방법으로, 평가자가 자신이 연주하고 점수를 매길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물론 모든 비디오를 재생하고 점수를 매겨 테스트를 마쳐야 하지만 투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시 비디오를 여러 차례 재생할 수 있다.

7) ITU-T Rec. P.910에서 권고하는 주관적 화질평가 방법으로, 테스트 시퀀스가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되고 범주 척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범주 
판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영상을 한 번만 보여주기 때문에 ‘Single Stimulus Method’라고도 불린다. 기준영상과 처리영상을 무작위로 섞은 후 한 
번만 보여주므로 많은 수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어 주로 멀티미디어 측정 등에 사용된다.

8) 사람 눈이나 광학기계의 해상도를 분해능이라고 한다. 2개의 서로 다른 점 A, B가 있고 눈이나 광학기계를 점 E라고 하면, 광학기계가 두 점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최소 각도 ∠AEB가 분해능이다. ∠AEB가 분해능보다 작으면 광학기계는 서로 떨어진 점 A, B를 단일한 점으로 인식한다. 사람 눈의 
분해능은 약 1'(분, 1'=1/60°). 보통 30cm 거리에서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길이는 반지름 30cm, 중심각이 1'인 부채꼴 호의 길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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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해당한다[4]. 

그림 1. 시청거리   및 관련 변수
Fig. 1. Viewing distance   and associated variables

두 선 사이의 각도( )는 식(1)로 계산된다.

  ∙ arctan∙∙
  (1)

여기서 은 선의 수이고, 는 시청거리와 유효화면의

물리적인높이의비율이다. 따라서 576라인을가지는 SDTV
에 해당하는 는 식(2)와 같다.

 
∙∙ tan

′ 


  (2)

즉, 화면높이의 6배가됨을의미한다. 1080라인의 HDTV
의 경우 이 값은 3으로 줄어들고 2160라인의 4K UHDTV
의경우 1.6 정도가된다. 표 1에서와같이해상도가높아짐
에 따라 시청거리가 줄어들며 이것은 수평 시야각이 확장

됨을 의미한다.
수평 시야각 는 식(3)으로 얻어진다.

  ∙arctan

∙∙

  (3)

여기서 는 한 라인 상의 화소수이다.

resolution
percentage of 

viewing distance to 
screen height ()

horizontal 
viewing angle 

( )

SDTV (576 lines) 5.98 11.93

HDTV (1080 lines) 3.18 31.27

UHDTV (2160 lines) 1.59 52.87

표 1. 해상도에 따른 시청거리 및 수평 시야각
Table 1. Viewing distance and horizontal viewing angle according to 
resolution

UHDTV 화질의임장감이가장좋게느껴지는거리는약
1.5H 이며, 시각적피로도와어지러움증세같은시청의어
려움은 시청거리가 증가할수록 적어지고 2H 이상이면
차이가 미미하다는 연구가 있다[5].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
여 미디어 이용경험이 많은 성인군(20∼30대)과 미디어
이용경험이 적은 노령군(55세 이상)으로 실험집단을 나
누어 UHDTV 시청환경에 따른 Human factor(시각·심신
피로)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6]에서, 시청거리와 조도, 영상
의 종류(Dynamic:SF, Static:자연다큐멘터리)가 시청의 어
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연령대에 따
라 달라지며, 성인군과 노령군 모두에서 ITU가 권고하는
시청거리인 1.6H9) 보다 더먼 거리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시청거리에따른기존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일반적인 가정의 대표적인 시청거리를 화질평가

를 위한 실험의 관측거리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일반적인아파트 주거환경을 고려할때 시청거리는 TV
수상기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3H(약 2.5m)
를 적용하여 화질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시청자가 식별할수있는 해상도는어

느정도인지분석할필요가있다. 개인시력차이에따라다
르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시야각 1˚ 이내에

60개이상의점은구별할수없다는연구결과[7]에착안하여

표 2와같이디스플레이별(스마트폰, 태블릿, PC, TV, 전자
칠판 등) 최대 해상도를 제시하였다. 

9) H는 Screen Height를 나타내며 65인치 4K-UHD TV수상기의 경우 H는 약 83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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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본연구는국내대표적인주거환경의 TV 시청조건하에서
ITU 권고안에기초하여현재시행중인 Full HD, Up- scal-
ing UHD, 4K UHD Native 방송콘텐츠에대한주관적화질
평가를수행하며, 고화질영상을체험한평가자들의인식변화
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55/65/75인치 TV수상기에서 콘텐츠 품질
(Full HD, Up-scaling UHD, UHD Native)
은 화질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일반 가정환경에서 TV수상기 크기는 시청
자가 인지하는 콘텐츠 품질(화질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 시청자의 특징(성별, 주 시청 장르)은 화질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콘텐츠품질에대한주관적화질평가는실험을통해분석

하였고,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9월 7일 ~ 8일
동안국회의정관 101호에서실시한화질평가실험과설문
조사에는총 173명이참여하였으나, 화질평가결과, 부적합

display size use distance from the eye Maximum identifiable 
pixel density

limiting resolution
(an approximate value)

5 inch smartphone 20~30cm 291~437ppi 1920×1080

10 inch tablet PC 30~40cm 218~291ppi 2540×1430

13 inch notebook 40~50cm 175~218ppi 2470×1390

23 inch  desktop 60~70cm 125~146ppi 2930×1650

65 inch TV 1.6~3m 29~55ppi 3120×1760

84 inch TV 1.6~3m 29~55ppi 4030×2270

100 inch TV 1.6~3m 29~55ppi 4800×2700

출처 : LG경제연구원, 재가공

표 2. 디스플레이별 한계 해상도
Table 2. Limit resolution by display

step continuation of research procedures and contents

1step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nd expert's advise theoretical model settings and create video for evaluation

2step question investigation and quality evaluation experiment data coding and underlying data analysis

3step reliability analysis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factor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PSS 25.0)

4step study problem analysis verification cros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SPSS 25.0)

5step analysis of subjective image quality and objective image 
evaluation 

analysis of measuring company(VQM),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SPSS 25.0)

표 3. 연구방법과 분석절차
Table 3. Research methods and analysi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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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개의 데이터를 제거한 나머지 169명의 데이터를 표본
으로 하였다. 단계별로 진행한 연구방법과 분석절차는 표
3과 같다.

 
3. 실험방법

ITU 권고안기준에근거하여그림 2와같은개념에서콘
텐츠 화질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용 동영상 클립

제작, 실험 장소섭외, 평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비 구축, 
평가자모집및평가진행을위한시나리오계획등이요구

된다. 

그림 2. 화질평가 실험실 개념 조감도
Fig. 2. Quality assessment laboratory conceptual illumination

3.1 화질평가용 동영상 제작
국제표준기구인 ITU와일본의경우, 화질평가를위한표
준 동영상을 제작하여 미디어 업계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아직까지화질평가용표준 동영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화질평가용 동영상 제작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
약 HD 콘텐츠는 HDTV에서 Up-scaling UHD와 UHD 
Native 콘텐츠는 UHDTV에서시연평가할경우서로다른
디스플레이 특성에 기인하여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화질 비교를 위한 영상은 동일 소스를 사용하며, 
동일디스플레이에서비교시청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따라서 KBS 콘텐츠특수영상부의협조하에동일영상을각
각실제방송수준의 HD, Up-scaling UHD, UHD Native 화
질로 제작하였고, 동일한 제조사의 UHDTV수상기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화질평
가를 위한비교측정변수로하였고, HDR, WCG의적용은
배제하였다. 
평가용 동영상은 ITU-R BT.2245-3(2017.10) 보고서10)

에서 제시하는평가용표준동영상기준에준하여, KBS에
서 제작한 UHD 프로그램에서 추출하여 평가목적에 부합
하는 영상을 선별하여 제작하였다.
주관적화질평가에서는사용하는영상의특성에따라결

과가다르게나타날 수있으므로프로그램 장르 선정도중

요하다. 당초 프로그램 장르별로 동영상 클립을 따로 만들
어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본 논문의실험연
구 방식이각각 55/65/75인치디스플레이에서동일한내용
의 실험을 반복하므로 너무 다양한 동영상 클립은 평가자

들로하여금집중도를떨어트리고혼선을줄수 있다고판

단하여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임시로 제작하여 시
연해본 결과 너무 짧은 영상은평가자가 인지할시간으로

는 부족함을 느꼈고 한 가지 장면(scene)에 3초 정도는 되
어야하며, 너무긴동영상의경우내용에치중하게되거나
지나치게분석적일수있다고판단하여스포츠, 드라마, 다
큐멘터리세가지장르를각각 3.3초씩 10초길이로구성하
였다.
제작된 영상의 도입부에 <연습>과 <평가>를 안내하는
자막을 삽입한 영상과 각 품질 사이에 <1>, <2>, <3>으로
번호를 매긴 20% 중간회색(Mid-grey) 영상을 삽입하였다. 
처음에 자막의 인식률을 좋게 하려고 높은 휘도를 적용하

였으나,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어두운 실험환경
에서흰색에가까운 높은 휘도는눈에잔상을남기게 되어

화질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 35% 중간회색을 적용하여
삽입하였다.
최종 편집을마친 영상을 File-Player에서 재생 가능토록

ProRes422(HQ) 코덱으로 인코딩하고 컨테이너는 MOV 
파일포맷으로저장하였다. 그림 3은 화질평가용 동영상클
립이다.

3.2 실험 평가자 구성 및 실험실 환경 구축
ITU-R Rec. BT.500-11 권고안에 의하면 주관적 화질평

10) HDTV and UHDTV including HDR-TV test materials for assessment of picture quality



조용석 외 2인: 시청자 관점에서의 UHD 콘텐츠 화질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627
(Yong Suk Cho et al.: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UHD Video Quality from Audience Viewpoint)

가를 위해서는 적어도 15명 이상의 일반시력11)을 가진 비

전문가12) 집단으로 평가단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연
구에서는최대한다수의인원으로평가단을구성하여신뢰

도를 높이고자하였다. 또한평가에참여하는사람의 성별, 
연령, 선호하거나주로시청하는프로그램장르, 보유수상
기 종류 등을 분류하여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

고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또한 고려하였다.
실험실 환경은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TU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관적인 화질평가 실험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여러 매개변수와 조건에 대한 수많은 권고

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통제되는 요소는 평가자의 시
청거리 및 각도, 일반적인 분위기(조명, 벽체의 색 등) 및
디스플레이의 밝기등이다. ITU-R Rec. BT.500-11은 주관
적화질평가를 위한실험조건(viewing condition)을 규정하
고있다. 이권고안을기준으로본화질평가실험에적용한
평가절차, 화면조정(screen calibration), 관측거리(viewing 
distance), 실험실 조도(room lighting) 등에 관한 화질평가

실험 조건은 표 4와 같다. 표준화된 평가방식을 준용하는
것은다른실험과의 정보를상호교환하거나반복비교수

items conditions

evaluation method DSCQS(Double-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evaluation video

made in HD(Down-converting UHD 
to HD), Up-scaling UHD of sport, 

drama, documentary UHD 
contents(10초)

formatting reference
images

Prores 4:2:2 10-bit (mov), 
3840×2160 pixels, 60 fps

display size 55/65/75 inch UHDTV

viewing distance 2.5m 

placement of appraisers Within 30˚of the center of the 
screen (Max. 2 persons)

the hue of the background CIE standard illuminant D65 
calibration

laboratory illumination under 200 lux 

표 4. 화질평가 실험조건
Table 4. Quality assessment experimental conditions

11) 안과와 안경사 협회에서는 0.7 미만의 시력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0.8 이상의 시력 보유자(교정시력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12) 일상 업무로서 TV 영상의 화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화질평가 실험의 경험이 없는 사람

sport 『2018 FIFA worldcup』 drama 『Are you human, too?』

documentary 『pilgrimage』 Inter-Image Insertion signal(20% Mid-grey)

그림 3. 화질평가용 동영상 클립 예시
Fig. 3 Example video clip for qua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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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가급적 권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 실험실은구획별로조명조정이가능하며, 권고안
이제시하는 200 lux 이하를유지하였다. 다만벽체가유광
베이지 색상이어서 모니터 자체 빛과 다른 곳으로부터의

원치않는빛의반사가 예상되어실험실 후면과측면에천

장에서부터 바닥까지 흑막 커튼을 시공하여 원하지 않는

빛의 반사로 인한 플레어(flare)나 하레이션(halation) 현상
을 방지하였다.

3.3 실험 시스템 구성
그림 5와 같이 화질평가시스템을 구성하여 사전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1대의 File Player(CVVP-2044 Venue 
Player, VideoClairity사)에서나오는 동일한소스를사용하
고자 File Player 출력을 HDMI 2.0 분배기를사용하여각각

의 TV수상기에인가하였으나 HDMI 분배기를통과한출력
에서간헐적인에러프레임이발생하였다. 따라서방송용으
로 사용 중인 12G-SDI to HDMI 2.0 Cross Converter 
(TVK-4000SH, TVLogic사)는 입력신호로 12G-SDI 신호
가 필요하여 File Player에서 나오는 Quad 3G-SDI 출력을
12G-SDI로 변환하는 컨버터(Teranex Mini, Blackmagic- 
design사)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3.4 화질평가 사전세팅 및 진행
일반 가정의 거실에서 55인치에서 75인치에 이르는 TV
수상기를 시청함에 있어 ITU가 권장하는 UHDTV 시청거
리인 1.6H(약 1∼1.5m)를준수하는시청자는거의없다. 대
부분의 시청자들은 거실의 소파 또는 바닥에서 등을 기대

어 앉거나(lean-back) 누워서 TV를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시청거리는 TV수상기크기와상관없이 2.5∼3m가된

laboratory installation process test after installation

그림 4. 화질평가 실험실 구축 과정
Fig. 4. Process of establishing a quality assessment laboratory

그림 5. 화질평가 시스템 다이어그램
Fig. 5. Quality assessment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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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본 실험연구의 관측거리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제작된 동영상클립을 32인치디스플레이에서 시연하여
사전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화질평가를 처음 접하는 일

반인들을 사전지식 없이 곧바로 실험에 투입하는 것으로

인하여잘못된결론이나올수있다는것을인지하였다. 인
간의시각시스템(Human visual system, HVS)은원하는 작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물에 반사된 빛을 받아들여 망막

을통해뇌에서처리되는 Bottom-up Process가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의 시각 정보시스템이 주어진 영상 모두를 처리

Sports images are composed of fast movements and 
complex images, making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images, so pay attention to the degree of smudging of 
the part that is out of focus (the auditorium) and outline of 
the focused part.

Attention to the degree of motion blur generated by fast 
movement of players and soccer balls, and panning of 
cameras.

Foreigners' faces are not familiar, so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m, so pay attention to the Korean faces and the degree 
of static building contours and the smudging of leaves.

Documentary videos have many neat and static parts, so 
pay attention to the colors of the stones and letters that are 
focused, and the details of the expression of grass shaking 
in the wind.

그림 7. 화질평가 실시 전 평가방법 설명에 사용한 주요 내용
Fig. 7. Key content used to describe the evaluation method prior to the quality evaluation

그림 6. 화질평가 실험실 구성
Fig. 6. Quality assessment laborator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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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즉 뇌에서부터 출발하는 지식기반의 Top-down 
Process가동시에작용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특별한관
심이없는상태에서화질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는선택적

집중을 할 수있는예행연습이필요하다는개념이다. 이러
한 개념을 바탕으로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

설명과 더불어 화질평가 요령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화질평가 방법에 대한 사전설명(실험방식, 동영상 재생
시퀀스, 채점 척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자들에게평가
에 대한 개요를 이해시키는 한편, PC 화면에 MPEG-4/ 
H.264로압축한동영상을시연한다음그림 7에보이는것
처럼 캡처한 정지화면을 예로 들어 평가에 효과적인 주안

점을 적시하여 설명해줌으로써 비전문가인 평가자들이 억

측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실입구에서설문조사에대한안내와화질평가방법

에 관하여 사전설명을 마친 후 설문조사와 평가에 들어갔

다. 평가실험중에는외부와의출입을차단하고각각의모
니터가 설치된 공간에서 HD, Up-scaling UHD, UHD 
Native 영상을평가목적에적합하도록비디오클립으로제
작된각각의비교영상을 10초씩 2회반복하여평가자에보
여준 다음 5점 척도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8. 사전설명 및 화질평가 실시 장면
Fig. 8. Preliminary description and quality assessment scene

 Ⅳ. 연구결과 및 논의

통계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고, 주관적 화질평가
결과분석에서 이하 언급하지않는모든항목의 유의 지표

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으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회귀모형 유의확률

(p-value)의 경우 대부분 .000(p<.001)으로 나왔고 전 과정
에 걸쳐유의수준 p<.05를 만족하였으며, 선형모델의 잔차
가 자기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더빈 왓슨 테

스트(Durbin-Watson Test)도 대부분 2에 가까운 값으로 자
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

았다.

1. 주관적 화질평가와 객관적 화질평가 결과 비교
분석

평가자들이 평가용 영상을 비교 시청한 결과에 대한 주

관적인 평균평점(mean opinion score, MOS)을 내어 결과
를 분석하였다. 측정된 MOS값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고, 
각 섹션별 측정값의 변화는 그림 9의그래프와 같다. 당연
한 결론 같지만 평가자들에 의하여 측정된 데이터는 품질

이 좋아질수록, 수상기 크기가 커질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에맞추어결과를분석하며객관적화질평가의결과분석에

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HD Up-scaling
UHD

UHD
Native mean

55 inch
TV

MOS 59.290 66.036 71.479 65.602 

Score
standard 
deviation

16.460 14.607 18.982 11.324 

65 inch
TV

MOS 58.462 65.444 80.710 68.205 

Score
standard 
deviation

17.321 17.558 16.314 13.294 

75 inch
TV

MOS 55.976 67.574 85.799 69.783 

Score
standard 
deviation

18.071 17.441 13.345 11.730 

표 5. 주관적 화질평가 측정 데이터
Table 5. Measurement data of subjective image qua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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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상기의 크기를 조절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측정기가 제시하는 각 품질의 평균값과 주관적 화질평가

실험을통한 TV수상기별각각의품질에대한측정값을비
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같이측정기에의한화질차이는 55인치수상
기의 Up-scaling UHD 대 UHD Native 간의 차이만 거의
비슷할 뿐, 실험에 의한 주관적 화질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관적 화질평가 전체의 품질
별 평균값과 객관적 화질평가의 MOS값을 비교해 보면, 
HD의 경우 57.909(주관적) : 62.335(객관적)로 주관적 화
질평가 결과가 낮고, Up-scaling UHD의 경우 66.351(주
관적) : 67.332(객관적)로 거의 비슷하며, UHD Native에
서는 79.329(주관적) : 73.167(객관적)로 반전하는 것으로
보아 주관적 화질평가에서 평가자들이 인지하는 품질차이

100

80

60

40

20

0
55인치 TV 65인치 TV 75인치 TV

그림 9. TV수상기 크기에 따른 품질 측정값의 변화
Fig. 9. Variation of quality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TV receiver

HD difference Up-scali
ng UHD difference UHD 

Native

objective quality evaluation 62.335 5.0 67.332 5.8 73.167

 subjective 
quality evaluation 

55 inch 59.290 6.7  66.036 5.4  71.479

65 inch 58.462 7.0  65.444 15.3  80.710

75 inch 55.976 11.6  67.574 18.2  85.799

mean 57.909 8.4  66.351 13.0  79.329

표 6. 객관적·주관적 화질평가 결과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evaluation results

quality assessment results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HD
frequency 8 34 85 40 2

whole % 1.6% 6.7% 16.8% 7.9% 0.4%

Up-scaling UHD
frequency 2 17 82 64 4

whole % 0.4% 3.4% 16.2% 12.6% 0.8%

UHD Native
frequency 0 29 39 74 27

whole % 0.0% 5.7% 7.7% 14.6% 5.3%

total
frequency 10 80 206 178 33

whole % 2.0% 15.8% 40.6% 35.1% 6.5%

표 7. 55인치 TV수상기에서의 화질평가 결과
Table 7. Results of image quality evaluation on 55-inch TV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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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객관적화질평가와주관적화질평가를분석한결

과 품질이 높아질수록 측정기와 평가자 모두에서 좋은 점

수를얻었다. 화질차이에대한인식정도는사람에의한주
관적 화질평가에서더 크게 나타났고, TV수상기가 커질수
록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분석

설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토대로 SPSS 25.0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화
질평가결과는 콘텐츠품질과 연관되어있는 [연구문제 1] ~ 
[연구문제 3]의 종속변수로, [연구문제 1]은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TV수상기
크기를조절변수로하고시청자의성별과선호하는프로그

램 장르별로 집단을 나누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실시하기에앞서각각의 TV수상기크기에서
품질과 화질평가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개괄적인 화질평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8, 9는 TV수상기크기별화질평가결과를교차 분
석하였다. 평가자들의 평가는 세 가지 섹션 모두에서 콘텐
츠 품질로부터 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인
치에서는 UHD Native에 대하여 ‘나쁘다’가 Up-scaling 
UHD보다 많은 29명(5.7%)이며, 실제로 연구자가 보기에
도 품질차이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므로 자연스러

운 결과라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75인치에서는 UHD 
Native에 대하여‘나쁘다’와 ‘매우 나쁘다’의 평가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매우 좋다’의 응답이 HD와 Up-scaling 
UHD를 합친 수(18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69명(13.6%)
으로대부분의평가자들이 75인치에서는품질차이를인지

quality assessment results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HD
frequency 10 53 73 27 6

whole % 2.0% 10.5% 14.4% 5.3% 1.2%

Up-scaling UHD
frequency 2 26 59 70 12

whole % 0.4% 5.1% 11.6% 13.8% 2.4%

UHD Native
frequency 0 0 20 80 69

whole % 0.0% 0.0% 3.9% 15.8% 13.6%

total
frequency 12 79 152 177 87

whole % 2.4% 15.6% 30.0% 34.9% 17.2%

표 9. 75인치 TV수상기에서의 화질평가 결과
Table 9. Results of image quality evaluation on 75-inch TV receiver

quality assessment results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HD
frequency 10 38 78 41 2

whole % 2.0% 7.5% 15.4% 8.1% 0.4%

Up-scaling UHD
frequency 5 26 63 68 7

whole % 1.0% 5.1% 12.4% 13.4% 1.4%

UHD Native
frequency 1 8 23 89 48

whole % 0.2% 1.6% 4.5% 17.6% 9.5%

total
frequency 16 72 164 198 57

whole % 3.2% 14.2% 32.3% 39.1% 11.2%

표 8. 65인치 TV수상기에서의 화질평가 결과
Table 8. Results of image quality evaluation on 65-inch TV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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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어려움이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 65인치와 75
인치의응답형태가거의흡사한것으로미루어, 실험실조건
을일반적인가정의 TV 시청환경이라고볼때대부분의시
청자들은 65인치이상이되면 4K UHD 화질에대하여품질
의 차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과 함의
연구문제 1은평가용영상을평가자에게보여준다음품
질에 대하여 느끼는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자 화질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TV수상기크기에서콘텐츠품질을단일독
립변수로 하였으므로 앞에서 교차 분석한 표에서 살펴본

바와같이콘텐츠품질은각 TV수상기크기에서실시한화
질평가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표
11에서보듯이독립변수콘텐츠품질은종속변수화질평가
에 대하여 .537의 설명력을 가지며 유의확률 .000(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2에서와 같이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TV수상기 크
기별 화질평가결과는 모두 유의확률 .000(p<.001)을 만족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TV
수상기크기별로비교하여살펴보면회귀식의설명력(결정
계수)을 나타내는 R제곱과 영향력(회귀계수)을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B)를비교해보면 TV수상기크기에따른차

division R square
Non-standardization factor

significance
probabilityB standard

error

55 inch .084 .311 .099 .000

65 inch .219 .556 .047 .000

75 inch .354 .746 .045 .00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2. 수상기 크기별 설명력·영향력 비교a

Table 12. Comparison of explanatory power and influence by TV sizea

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수상기크기가증가할수록설명력
이증가(.084⇒.219⇒.354)하며영향력또한많은증가(.311
⇒.556⇒.746)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 특히 55인치 수상기에서의 설명력(.084)과 영향
력(.311)은 65인치와 75인치의값들에 비해 상당히떨어지
며, 실제 화질평가 실험에서 품질 차이를구별하기에 상대
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2.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과 함의
UHD TV수상기크기세종류를조절변수로하여조절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기위해 상호작용변수를 만든 후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를투입하여 회귀분석을
3단계로 진행하는 조절효과 검정방법13)을 이용하였다. 조

13) Baron & Kenny(1986)의 제시한 방법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Durbin-Watson

1 .456a .208 .208 .857 1.828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0. 연구문제 1에 대한 모형 요약b

Table 10. Model summary for study question 1b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B standard error beta

1
(constant) 2.320 .058 39.919 .000

quality .537 .027 .456 19.982 .00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1. 연구문제 1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계수a

Table 11. Sim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 for study question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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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회귀분석이분산분석과다른 점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가 명목척도로 구성된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등간척도로 구성된 경우에는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화질평가에 대하여
독립변수인콘텐츠품질과조절변수인 TV수상기크기를등
간척도로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조절효과
검정방법은다음 3단계의회귀분석을실시하여 R제곱값14)

의 변화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① 1단계 :독립변수 ⇒ 종속변수
② 2단계 :독립변수, 조절변수 ⇒ 종속변수

③ 3단계 :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 ⇒ 종속변
수 (2단계의 R제곱값이 3단계 R제곱값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면 조절효

과가 있으며 R제곱값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상호작용 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3을보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3단계에서 R제곱값의
변화량이 2단계 .216에서 .238(.022↑, p=.000)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한것을확인할 수있다. 즉, 수상기크기
가 독립변수인 콘텐츠품질이 종속변수인 화질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결정계수 R제곱값을 회귀모형(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이라고 하며, Y값의 변동(변화)을 설명하는 정도를 말한다. 회귀모형의 R제곱값은 0과 1사이의 값이

며,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Durbin-
Watson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56a .208 .208 .857 .208 399.278 1 1519 .000

2 .464b .216 .215 .853 .008 14.670 1 1518 .000

3 .488c .238 .237 .841 .023 45.246 1 1517 .000 1.901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 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 크기, 수상기 크기*콘텐츠품질
d.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3. 연구문제 2에 대한 모형 요약d

Table 13. Model summary for study question 2d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tolerance VIF

1 (constant) 2.320 .058 39.919 .000

content quality .537 .027 .456 19.982 .000 1.000 1.000

2 (constant) 2.114 .079 26.822 .000

content quality .537 .027 .456 20.072 .000 1.000 1.000

TV size .103 .027 .087 3.830 .000 1.000 1.000

3 (constant) 2.114 .078 27.210 .000

content quality .537 .026 .456 20.362 .000 1.000 1.000

TV size .103 .026 .087 3.886 .000 1.000 1.000

interacting variable .217 .032 .151 6.726 .000 1.000 1.00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4. 연구문제 2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계수a

Table 14.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factor for study question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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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서 비표준화 계수를 보면 콘텐츠품질은 .537의
영향력을 가지며, 수상기 크기의 영향력은 .103으로 크지
않지만 콘텐츠품질과 상호작용하여 .217의 조절효과가 있
음을 나타내고, 다중공선성지수(VIF) 또한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므로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2에서 TV수상기의 크기가 클
수록 화질평가 결과에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
났으며, 콘텐츠품질과상호작용하는조절효과가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과 함의
남녀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장르별 선호도와 품질을 추

구하는 정도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하기 힘들었던

연구결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이러한방식과 구성으로

주관적 화질평가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실험연구의 특성
상 많은 시간과비용이수반되므로본연구에서와같이많

은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콘텐츠 품질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성별로분리한다음, 연구문제 2에서
실시한 조절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여자가 더 품질

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표 15와 표 16의 모형요약에서 R제곱값을보면 남자의
경우 .189이고여자는 .24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콘텐츠품
질에 민감하다. 수상기 크기를 조절변수로 반영하면 남자
의 R제곱값 변화량이 .011 증가하는데 비해 여자는 .004 
증가에 그친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품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수상기 크기에 영향을 덜 받음을 의미한다.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gender=

men
(select)

gender~=
 men(non

select)

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35a .189 .188 .839 .189 225.803 1 970 .000

2 .447b .200 .198 .834 .011 13.156 1 969 .000

3 .470c .518 .221 .219 .823 .021 26.451 1 968 .000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 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 크기, 수상기 크기*콘텐츠품질
d.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량은 성별 = 남자에 대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5. 남자에 대한 모형 요약de

Table 15. Model summary for mende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gender=
woman
(select)

gender~=
woman(non

select)

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93a .243 .241 .884 .243 175.268 1 547 .000

2 .496b .246 .243 .883 .004 2.554 1 546 .111

3 .521c .467 .271 .267 .869 .025 18.890 1 545 .000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 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 크기, 수상기 크기*콘텐츠품질
d.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량은 성별 = 여자에 대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6. 여자에 대한 모형 요약de

Table 16. Model summary for wom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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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것처럼 3단계에서남자와 여자 각각의 R
제곱값 변화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단계 .200에서 3
단계 .221(.021↑, p=.000)로 증가하고, 여자는 .246에서
.271(.025↑,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수있다. 즉, 여성이남성보다콘텐츠품질에영향을
더많이받고수상기크기에는영향을덜받으며, 콘텐츠품
질과 수상기 크기가 상호작용되었을 때에는 여성이 더 영

향을받는것을알수있다. 이와비슷한경향은아래의프
로그램 장르별 선호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프로그램 장르별 선호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선호도에관한설문조사는응답자의갈등방지를

위해 다중응답으로 하였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콘텐츠품질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경우는 개인적 성향에 따

라다르겠지만대표적으로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선호하

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다시 다큐멘터리만 선택한 집단과
드라마만을선택한집단, 드라마+다큐멘터리둘다선택한
집단,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둘 다선택하지않은 나머지
기타 집단의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호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집단분류와 함께 성별

변수를 교차시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 17과 같이 전
체 표본 169명에 대한 응답자 중에서 남녀별로 구성비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선호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구성비는 드라마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49.7%(84명)로 가
장 많았으며, 드라마+다큐멘터리 16.6%(28명), 다큐멘터
리 11.8%(20명), 기타 21.9%(37명)로 나타났다. 여성응답
자의 60.7%가드라마만을단독으로선택하였고, 남성응답
자도 43.5%가선택하여성별에상관없이드라마를가장선
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 13%, 여성의 9.8%가다큐
멘터리를선택하였고, 드라마+다큐둘 다선택한응답자는
남성 15.7%, 여성 18%로 나타났다.
또한 표 18과 같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Pearson 카이제곱검정통계량값이 67.330이고유의확률이
.000(p<.001)이므로 성별과 선호프로그램 장르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value
degree 

of
freedom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verificationof 
both sides)

Pearson chi-square 67.330a 3 .000
likelihood ratio 71.415 3 .000

linear-to-linear coupling 50.326 1 .000
valid cases 1521

a. 0셀 (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다. 
   최소 기대빈도는 64.97이다.

표 18. 성별․선호 프로그램 장르 카이제곱 검정
Table 18. Gender․preferred program genre chi-square test

preference program
whole

documentary drama+documentary drama others

gender

men

frequency 126 153 423 270 972
expected frequency 115.0 161.0 483.1 212.8 972.0

% of gender 13.0% 15.7% 43.5% 27.8% 100.0%
% of preferred programs 70.0% 60.7% 56.0% 81.1% 63.9%

total % 8.3% 10.1% 27.8% 17.8% 63.9%

woman

frequency 54 99 333 63 549
expected frequency 65.0 91.0 272.9 120.2 549.0

% of gender 9.8% 18.0% 60.7% 11.5% 100.0%
% of preferred programs 30.0% 39.3% 44.0% 18.9% 36.1%

total % 3.6% 6.5% 21.9% 4.1% 36.1%

total
frequency 180 252 756 333 1521

expected frequency 180.0 252.0 756.0 333.0 1521.0
total % 11.8% 16.6% 49.7% 21.9% 100.0%

표 17. 성별․선호 프로그램 장르 교차표
Table 17. Gender․preferred program genre cross tab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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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나오는표 19부터표 26까지앞에서분류한집단
별 회귀분석 모형 요약과 조절회귀분석에서 각 변인별 영

향력을 표시하는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 27에서는
각 선호 장르별로 분류한 집단별 계수를 비교하였다.
표 19의 3단계에서 R제곱값의 변화량이 2단계 .258에서

.281(.023↑, p=.0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수상기크기는독립변수인콘텐츠품질이종속변수인화
질평가에미치는영향을조절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20의비표준화계수를보면콘텐츠품질은 .575의영향력을
가지며, 수상기크기의영향력은 .200, 콘텐츠품질과상호작
용하여 .225의조절효과가 있음을나타내고, 다중공선성지
수(VIF) 또한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므로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선호장르=
다큐멘터리를선택한집단에서 TV수상기크기가화질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콘텐츠품질
과 상호작용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preferred
genre =

documentary 
(select)

preferred
genre ~=

documentary
(non select)

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80a .230 .226 .864 .230 53.149 1 178 .000

2 .508b .258 .249 .851 .028 6.634 1 177 .011

3 .530c .477 .281 .269 .839 .023 5.747 1 176 .018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수상기크기*콘텐츠품질
d.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량은 선호장르 = 다큐멘터리에 대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19. 선호장르=다큐멘터리에 대한 모형 요약de

Table 19. Model summary for preferred genre=documentaryde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tolerance VIF

1
(constant) 2.300 .170 13.499 .000

content quality .575 .079 .480 7.290 .000 1.000 1.000

2

(constant) 1.900 .229 8.311 .000

content quality .575 .078 .480 7.405 .000 1.000 1.000

TV size .200 .078 .167 2.576 .011 1.000 1.000

3

(constant) 1.900 .226 8.422 .000

content quality .575 .077 .480 7.503 .000 1.000 1.000

TV size .200 .077 .167 2.610 .010 1.000 1.000

interacting variable .225 .094 .153 2.397 .018 1.000 1.00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b. 선호프로그램 =  다큐멘터리에 대한 경우만 선택

표 20. 선호장르=다큐멘터리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계수a,b

Table 20.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factor for preferred genre=documentary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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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의 3단계에서 R제곱값의 변화량이 2단계 .225에서
.244(.019↑, p=.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수있다. 표 22의비표준화계수를보면, 콘텐츠품질
은 .524의 영향력을 가지며, 수상기크기의 영향력은 .089, 
콘텐츠품질과 상호작용하여 .188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
타내고, 마찬가지로다중공선성지수(VIF)도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므로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

한다. 선호장르=드라마+다큐를 선택한 집단 또한 TV수상
기의 크기가 화질평가결과에 미치는영향은 정(+)의영향
을 미치며, 콘텐츠품질과 상호작용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의 3단계에서 R제곱값의변화량이 2단계 .215에서
.241(.027↑,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수있다. 표 24에서비표준화계수를보면콘텐츠품
질은 .536의 영향력을 가지며, 수상기크기의 영향력은

.097, 콘텐츠품질과 상호작용하여 .235의 조절효과가 있음
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지수(VIF)도전체적으
로 10 미만이므로조절회귀분석을진행해도문제가없음을
의미한다. 선호장르=드라마를 선택한집단또한 TV수상기
의 크기가화질평가 결과에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콘텐츠품질과상호작용하는조절효과가있는것으
로 분석되었다.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preferred
genre = drama+

documentary (select)

referred
genre ~= drama+

documentary (non select)

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67a .219 .215 .812 .219 69.909 1 250 .000

2 .474b .225 .219 .810 .006 2.040 1 249 .155

3 .494c .487 .244 .234 .802 .019 6.120 1 248 .014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수상기크기*콘텐츠품질
d.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량은 선호장르 = 드라마+다큐멘터리에 대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21. 선호장르=드라마+다큐멘터리에 대한 모형 요약de

Table 21. Model summary for preferred genre=drama+documentaryde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tolerance VIF

1
(constant) 2.325 .135 17.182 .000

content quality .524 .063 .467 8.361 .000 1.000 1.000

2

(상수) 2.147 .184 11.664 .000

content quality .524 .063 .467 8.378 .000 1.000 1.000

TV size .089 .063 .080 1.428 .155 1.000 1.000

3

(constant) 2.147 .182 11.784 .000

content quality .524 .062 .467 8.464 .000 1.000 1.000

TV size .089 .062 .080 1.443 .150 1.000 1.000

interacting variable .188 .076 .137 2.474 .014 1.000 1.00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b. 선호프로그램 =  드라마+다큐멘터리에 대한 케이스만 선택

표 22. 선호장르=드라마+다큐멘터리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계수a,b

Table 22.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factor for preferred genre=drama+documentary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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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tolerance VIF

1
(constant) 2.398 .082 29.137 .000

content quality .536 .038 .456 14.060 .000 1.000 1.000

2

(constant) 2.204 .112 19.719 .000

content quality .536 .038 .456 14.112 .000 1.000 1.000

TV size .097 .038 .083 2.561 .011 1.000 1.000

3

(constant) 2.204 .110 20.049 .000

content quality .536 .037 .456 14.349 .000 1.000 1.000

TV size .097 .037 .083 2.604 .009 1.000 1.000

interacting variable .235 .046 .163 5.142 .000 1.000 1.00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b. 선호프로그램 =  드라마에 대한 경우만 선택

표 24. 선호장르=드라마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계수a,b

Table 24.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factor for preferred genre=dramaa,b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preferred genre = 
drama (select)

referred genre 
~= others (non 

select)

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49a .201 .199 .867 .201 83.522 1 331 .000

2 .453b .205 .200 .866 .004 1.538 1 330 .216

3 .473c .495 .223 .216 .857 .018 7.734 1 329 .006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수상기크기*콘텐츠품질
d.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량은 선호장르 = 기타에 대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25. 선호장르=기타에 대한 모형 요약de

Table 25. Model summary for preferred genre=othersde

model

R
R 

square

modified 
R

squares

Standard
error of

estimated
value

statistics variation

preferred genre 
= drama (select)

referred genre ~
= drama (non select)

R square
variance

F 
variance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nce

1 .456a .208 .207 .855 .208 197.696 1 754 .000

2 .463b .215 .212 .852 .007 6.559 1 753 .011

3 .491c .488 .241 .238 .838 .027 26.438 1 752 .000

a.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b.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c. 예측값: (상수), 콘텐츠품질, 수상기크기, 수상기크기*콘텐츠품질
d.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량은 선호장르 = 드라마에 대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23. 선호장르=드라마에 대한 모형 요약de

Table 23. Model summary for preferred genre=dra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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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의 3단계에서 R제곱값의 변화량이 2단계 .205에서
.223(.018↑, p=.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표 26의 비표준화 계수를 보면, 콘텐츠품질은 .532의
영향력을가지며, 수상기크기의영향력은 .072, 콘텐츠품질
과상호작용하여 .196의조절효과가있음을나타내고, 마찬
가지로 다중공선성지수(VIF)도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므로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해도문제가없음을 의미한다. 선호장
르=기타를선택한집단또한 TV수상기의크기가화질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콘텐츠품질
과 상호작용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 표 26을통해프로그램선호장르별로화질평가
결과에 미치는 설명력을 비교하였고, 표 27에서는 종속변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tolerance VIF

1
(constant) 2.147 .126 17.089 .000

content quality .532 .058 .449 9.139 .000 1.000 1.000

2

(constant) 2.003 .171 11.708 .000

content quality .532 .058 .449 9.146 .000 1.000 1.000

TV size .072 .058 .061 1.240 .216 1.000 1.000

3

(constant) 2.003 .169 11.827 .000

content quality .532 .058 .449 9.239 .000 1.000 1.000

TV size .072 .058 .061 1.253 .211 1.000 1.000

interacting variable .196 .070 .135 2.781 .006 1.000 1.000

a. 종속변수: 화질평가

b. 선호프로그램 =  기타에 대한 경우만 선택

표 26. 선호장르=기타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계수a,b

Table 26.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factor for preferred genre=othersa,b

model

documentary drama+documentary drama others

non-standardization
factor

non-standardization
factor

non-standardization
factor

non-standardization
factor

B standard
error B standard

error B standard
error B standard

error

1
(constant) 2.300 .170 2.325 .135 2.398 .082 2.147 .126

content quality .575 .079 .524 .063 .536 .038 .532 .058

2

(constant) 1.900 .229 2.147 .184 2.204 .112 2.003 .171

content quality .575 .078 .524 .063 .536 .038 .532 .058

TV size .200 .078 .089 .063 .097 .038 .072 .058

3

(constant) 1.900 .226 2.147 .182 2.204 .110 2.003 .169

content quality .575 .077 .524 .062 .536 .037 .532 .058

TV size .200 .077 .089 .062 .097 .037 .072 .058

interacting variable .225 .094 .188 .076 .235 .046 .196 .070

a. 종속변수 : 화질평가

표 27. 선호장르별 계수 비교a

Table 27. Compare of coefficients by preferred gen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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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화질평가 결과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다
큐멘터리를 선택한 집단이 콘텐츠품질 변수가 가장 높은

.575(57.5%)의 영향력으로 화질평가에 반영되었고, 다음으
로 드라마(.536), 기타(.532), 드라마+다큐멘터리(.524)의
순으로나타났다. 콘텐츠품질에더하여수상기크기가 조절
변수로 투입되면 수상기크기는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높은

.200(20%)의 영향력을 보였고, 드라마(.097), 드라마+다큐
멘터리(.089), 기타(.072)의순으로나타났다. 상호작용변수
수상기크기․콘텐츠품질은 드라마에서 가장 높은 .235 
(23.5%)의영향력을 보였고, 다큐멘터리(.225), 기타(.196), 
드라마+다큐멘터리(.188)의순으로나타났다. 즉, 다큐멘터
리를선호하는집단이콘텐츠품질에민감한것으로나타났

고 수상기크기도 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드라
마를 선택한 집단 또한 콘텐츠품질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고, 수상기크기에 의한 영향을 덜 받으며, 수상기크기와
콘텐츠품질이상호작용할경우에는가장조절효과가큰것

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반 가정의

TV 시청환경 조건에서 시청자 관점으로 주관적인 화질평
가를실시하여, 실제시청자들이 UHDTV에대해인지하는
척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콘텐츠품질인 Full HD, Up-scaling 

UHD, 4K UHD Native에 대해 각각의 TV수상기 크기(55, 
65, 75인치)에서화질평가한결과, 세가지 크기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084)과 영향력(.311)을 나타내
는값이 55인치의경우 65인치와 75인치의값들에비해현
저하게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가정의 TV 시
청환경에서 시청자들이 55인치 TV수상기에서는품질차이
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수상기크기가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
을때독립변수인콘텐츠품질이종속변수인화질평가에미

치는 영향을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V수상기의 크
기가 클수록 화질평가결과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것으

로 나타났으며, 콘텐츠품질과 상호작용하였을때조절효과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에서는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화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청자의 연령이 화질
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단순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청자의 남녀 성별에 따른화질평가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콘텐츠품질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수상기 크기에는 영향을 덜 받으며, 콘텐츠품질과 수
상기크기가상호작용하였을때에는여성에게서더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
장르가 화질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큐멘터
리를 선호하는 집단이 콘텐츠품질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수상기크기도큰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드라마를 선택한 집단 또한 콘텐츠품질에 민감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상기 크기에 의한 영향은 덜 받으며, 
수상기크기와콘텐츠품질이상호작용할경우에는가장조

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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