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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VR 고 특성(입체감, 실감, 역동감, 오락감)이 고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한 VR 고 특성과 고태도에 있어 소비자 신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는 VR 장비를 사용하여

실제 응답자에게 고물 경험을 유도하 다. 분석은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변인 간 인과 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VR 고 특성의 네 가지 구성요인 모두 소비자 신성에 정 인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R 고 특성

의 입체감, 오락감은 고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VR 고 특성과 고태도에 계에 있어

소비자 신성의 매개역할은 VR 고 특성의 구성요인 모두 유의한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VR

고를 제작할 때 고 효과 과정을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합한 고를 기획하는데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VR 360도 고, VR 고의 특성, 소비자 신성, 고태도, 디지털 미디어 효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model attributes of VR Ads (3D effect, presence, Dynamics, 

Amusement) affect the attitude of the advertising. We also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consumer’s innovation 

in the model attributes and advertising attitude of VR advertisements. To do this, VR equipment was used to induce 

real advertisers to experience advertisement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examined throug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l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VR advertising mode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umer’s innovation. Second, the 3D effect, Amusement of the VR advertising mode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 of the advertising. Third, the effects of the VR advertising model on all 

variables are mediated by the consumer’s innovation of the VR advertis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VR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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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각 분야에서 최 화두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ICT 산업이다. 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가상

실(VR: Virtual Reality)이다. 가상 실(VR)이라는 용어

는 Jaron Lanier[1]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고안되었으며,

VR이란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을 투구형(Head-Mounted)

고 (goggle)을통해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공간 , 시

간 체험을 하는 것이다[2]. 한, VR은 가상세계를 통

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실감(tele-presence)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그들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성

을 높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3,4].

재 VR과 련한 산업은 한해 국내외 ICT기업의

HMD(Head Mounted Display) 보 을 심으로 VR 제

품의 사용자가 폭 증가하면서, VR시장의 규모가 빠른

화를 이루고 있다[5]. 최근 속한 련 미디어 기술

의 발 과 정부의 VR 콘텐츠 개발에 한 투자 확 는

새로운 제품을 수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6].

ZDNet의 조사결과에따르면 세계VR 디바이스시

장규모가 올 해 1400만 에서 2020년에는 3800만 에 달

할 것으로 망했다[7]. Statista 자료에 따르면 세계

VR 이용자 수는 2018년에는 1억 명을 돌 해 체 이용

자수가 1억 7천명을 기록해 가상 실 시장이 화 될

것으로 보여 다[8].

특히 VR과 련된 기술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시 이나 동작 변화를감지해 가상환경에

쉽게 응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9]. 이러한 특징은 기

업의 마 서비스 경험과 랜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고 략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표 으로 페이스북은 VR시장의

망을 보고 2천 억 달러라는 비용을 들여 VR회사인 오

큘러스를 인수하 다. 2016년 MWC(Mobile World

Congress 2016)에는 삼성 자의 언팩 행사에 등장해 “가

상 실(VR)은 차세 소셜 랫폼”이라는 연설을 통해

에게VR과마 산업의 망을선보 다. 그 이외

에도 구 , LG 자, 소니 등도 VR기술 활용가치에 주목

하고 있다[10].

이처럼 VR 기술은 로벌 기업을 심으로 소비자들

에게 신제품을 받아들이거나 랜드 경험을 강화시키는

데 극 으로 활용되면서 련 고 시장은 꾸 히 성

장할 것으로 상된다[8]. 나아가 고와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됨에 따라 BMW, 코카콜라

등과같은기업의성공 인마 사례로 VR 기술이 각

받고 있다. 한 기업과 고인들의 오랜 고민은 소비

자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달할 것이며, 오랫

동안 기억시킬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고인들은 VR을 활용한 고가 새로운 고매체

로써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단이다.

이에 향 후 VR 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기 해서

는 이론 ·실무 성과를 통합 으로 이해하기 한 노

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VR 고는 기술력을 바

탕으로 한 실무 성과 연구에 치 하고 있으며, 특정 사

례별 기술 분석이 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VR에

기반을 둔 고가 가지는 특징과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

고 나아가 고효과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한다.

한 VR 고와 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 에 VR

기기에 한 경험이나 지식 등을 가진 응답자를 상으

로 고효과를 검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VR 기술

의 특징이 주는 효과 검증이 아닌 VR 고를 직 경험

하게 함으로써 VR 고 특성과 고효과 간의 인과 계

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VR 고 특성의 구성요인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고효

과와 함께 소비자 신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11,15]. 이는 향 후 VR 고 기획에 있

어 소비자 태도를 이해하고 효과과정을 악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2. 론적 배경

2.1 VR 고 특

VR 고의특성은 수용자가 가상의 환경속에서 실제

와 유사한 제품 랜드 체험을 제공할 때지각되는인

지, 감정의 모든 체험 요소를 포함한다.

먼 기존 VR에 한연구에서나타나는 표 인특

징은 즌스 특징이다. 즌스(presence)란 특정한

가상의 공간을 실재 존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 는

여도, 몰입감을 말한다[12]. 이는매개된 가상환경을 통

해 수용자와 가상 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높이고 나아

가 간 경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상 속 제품이나

랜드 경험이 좀 더가깝게느끼도록 한다[13]. 한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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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에게 360도 동 상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체

험할수 있게 한다. 를들어 자동차는신차 ‘아이오

닉’의 VR 고를 통해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실제

차량처럼 제품을 다감각 으로 체험하게 하 다[5]. 이처

럼 VR 고는 과거 통매체와 달리 고를 보는 순간

소비자가 능동 으로 고를 조종하고 다룰 수 있으며,

쇼핑경험을극 화 할수 있다. 즉, 이는소비자가가상

실을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고, 극 으로 고에 개

입하여 활발히 움직이는가가 랜드 만족도와구매 증가

에 도움을 수 있다[11]. 이에 본연구는 즌스

에서 이용자가 얼마나 실감을 느끼고, 역동 으로 행

동하는가가 고효과과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와 함께 내용의 즌스 특성을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다 가상환경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하기 한 고

화질의 시각 상이 필수 이다[14]. 그 , 입체감을

높이고 3차원 가상 실 세계를 구 하여 고 콘텐츠를

통해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수용자의 몰

입감과 심도를 높일 수 있다[14].

Steuer[3]는 VR을 통한 메시지 달에서 입체감은 감

각 표 의 풍부함을 높이며, 이미지를 실제와 같이 자

연스럽고 입체 으로 표 하데 요하다고 밝혔다. 시각

표 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이용자의 직 경

험과 가깝게 느껴지도록 실 이고 선명하게 구 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VR 고가 얼마나 입

체 으로 구 되었는지가 고효과과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한 일반 으로 고는 특정 제품이나 랜드를 홍

보하기 한 마 목 을 가진다. 그러나 VR 고는

정보 달형 고 유형과 달리 재미와 오락 요소를

심으로메시지를 달한다. 때문에 VR 고는주로 엔터

테인먼트 기제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랜드를 자연스럽

게 노출 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16]. 즉, VR 고는 가

상 실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자연스럽게제공하고 소비

자의 몰입감과 실재감을 통한 정 반응을 이끌어 내

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VR 고의 오락

요소가 VR 고 특성을 이해하는데 요한 구성요인이

될 것으로 단하 다.

2.2 VR 고 효과 연  

VR 고는신기술과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고 유형

이다. 이러한 유형의 고들은 새로운 고를 수용하려

는 소비자들의 심리상태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17].

VR 고는 소비자의 능동 참여를 제로 하고 있다.

즉, 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은 변화를싫어하고 VR 고

를 인 것으로 느끼는 반면, 신성이 높은 소비자

들은 극 으로 고를 경험하려하기 때문이다[18]. 따

라서 VR 고가 고효과 과정에 미치는 향력을 이해

하기 해서는 먼 이용자가 VR 고와같은새로운 정

보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악해야 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뉴 미디어 고와 이용자 간의 련된

개인 특성들을 검증하기 해 자기효능감, 소비자

신성, 인지욕구 등을 매개변인으로 사용 하 다[15,18].

이에본 연구는 소비자가 가지고있는 신성이 VR 고

를 수용하는데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악하고자 하

다.

한 고에 한 반 인 태도가 소비자들의 행동

에 항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오래 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고태도는 어떤 상물에 하여 일 되게

호의 는 비호의 인 선유경향으로 고물에 한 인

지 측면, 감정 측면 행동 측면에 한 효과를

종합 으로 검증하는데 사용된다[19]. 한 소비자의 태

도를 조사함으로써 마 성과를 악하고 수용자가 느

끼는 반 인 반응들을 검증하는데 요한 요인이다.

따라서본연구는VR 고 특성이 고태도에미치는

향력을 검증함으로써 고효과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것이라 단하 다. 본 연구는 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VR 고의 특성이 소비자 신성과 VR 고

효과( 고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아래의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1: VR 고의 입체감은 소비자 신성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VR 고의 실감은 소비자 신성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VR 고의 역동감은 소비자 신성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VR 고의 오락감은 소비자 신성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VR 고의 입체감은 고태도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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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VR 고의 실감은 고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VR 고의 역동감은 고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VR 고의 오락감은 고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VR 고 특성의 소비자 신성은 고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VR 고의입체감은 소비자 신성에 매개하

여 고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VR 고의 실감은 소비자 신성에 매개하

여 고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VR 고의역동감은 소비자 신성에 매개하

여 고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VR 고의오락감은 소비자 신성에 매개하

여 고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하여 Fig.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 방법

3.1 HMD 비  VR 고물 정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 경기와 충남 지역의 학교

에서 2017년 9월부터 11월 까지 실재로 VR 고를 체험

할 상을 모집하 다. VR 장비는 Fig. 2와 같이 VR

Box 2.0이 사용되었으며, 동일한 사항의 고화질 모바일

폰과 이어폰을 장착하 다. 응답자 체험으로 선정된 VR

고는 VR 360도 카메라로 촬 된 실제 온에어 된해외

고로서 랜드와 제품특성의 이용자 여도를 통제 할

수 있도록 다른 유형의 고물 총 6 편을 선정하 다

(Hay Day Hug, The Meg, Nike Football, Lipton,

Colgate, Castro EDGE). 고물은 모두 총 10분 내외의

길이로 제작되었으며, 4K 화질로 구성되었다. 총 217명

의 학생 남녀가 참가하 으며,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

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HMD 기기 착용 후 360도로 자유

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서 있는 상태에서 시청하 다.

Fig. 2. Used VR BOX in research

3.2 료조사 및 답  특

본 연구는 의 선정된 VR 고물을 경험하게 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VR

체험 시간은 평균 10-15분이며, 개별 VR 체험 공간에서

멘토들이 디바이스 사용법에 해 설명하고 HMD 착용

을 도와주었다. 한안경을 쓰고 있어 경험에 제한이 있

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선별하여 데이터에서

제거하 다. 그 결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80명

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응답자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98명(55%), 여학생 81명(45%)으로 남학생 비율이 조

높게 나타났다. 한 부분 20세 는 21세의 학생들이

었으며, 최소 한번 는 3번 이하로 VR 련 상을 경

험한 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학생들은 VR 체험장 55

명(30.6%), 행사 장 매장 63명(35%)에서 VR 기기를

경험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생들은 개인이 소

유 하 거나 27명(15%), 기타 장소에서 35명(19.4%)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상이 되

는 응답자들의 VR과 련된 지식이나 경험 수 이 고르

게 분표되었음을 나타냈다.

3.3 측정도

3.3.1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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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고에 있어 요한 요인 하나로 시각 요인

을 들 수 있다. 가상 환경에서 선명하고 입체 인 사물의

형체는 외 의 색, 질감, 빛등의 실재감을부여하여 사실

인 마 효과를 구 하는데 필수 이다[20]. 이에 본

연구는 VR 고의 시각 실재감이 주는 요소인 입체

특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문항은 Coates[2]와

Steuer[3]의 연구를바탕으로 입체감에 한 요인을측정

하 다.

입체감의 문항으로는 “VR 고 속에서 나는 사물과

배경이 잘 구분된다.”, “VR 고 속에서 나는 사물이 손

에 잡힐 듯 선명하게 느껴진다.”, “VR 고 속에서 나는

물체가 내 주변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VR 고

속에서 나는 물체의 입체감이 느껴졌다.”와 “VR 고 속

에서 나는 원근감이 잘 느껴졌다.”의 5개 문항을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3.2 현실감

VR 고에 있어 가장 요한특징으로 즌스를 들

수 있다. 이는 웹에 구 된 가상환경속에서 존하는 상

태를 지각하는 정도이며, 가상공간에 한 실감에 따

라 이용자가 느끼는 VR 속 메시지에 한 여, 몰입의

정도에 많은 차이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ates[2], Heim[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감에

한 요인을 측정 하 다.

실감의 문항으로는 “VR 고 속에서 나는 마치 가

상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VR 고 속에서

나는 마치 가상공간에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VR

고속에서 나는다른 세계(공간)를 경험하는 것처럼느

껴진다.”, “VR 고속에서나는가상세계와 연결된 것처

럼 느껴진다.”와 “VR 고 속에서 나는 마치 공간 안에

서 움직이는 것처럼느껴진다.”의 5개 문항을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3.3 역동감

VR 고에 있어 공간과 시간을 설명하는 요한특징

으로 역동감을 들 수 있다. 역동감이란 VR 고에서 나

타나는 사물의 움직임이 사실 이며, 얼마나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표 되는지를 뜻한다. 이러한 상은 고를

보는 수용자에게 실감을 높이고 공간과시간의 경계를

넘어 정 태도를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에 본 연구는 Walther & shin[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

동감에 한 요인을 측정하 다.

역동감의 문항으로는 “VR 고속 나는 몸을 360도로

움직여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VR 고를 경험할 때

나는 사물이 만져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VR 고

속에서나오는사물이나사람이내 앞에 있는것 같이역

동 으로 느껴졌다.”, “VR 고 속에서 나는 사물 간의

움직임이강하게느껴졌다.”와 “VR 고를 경험할 때 나

는 실물을 조작하는 느낌을 받았다.” 의 5개 문항을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3.4 락감

VR 고에있어 오락 특성은수용자의기분을 좋게

하는 자극물에 의하여 감정 특성에서 나타나는 즐거운

기분, 흥미성의 감정이다. 이는 웹에 구 된 콘텐츠 경험

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유쾌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

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VR 고의 감정 특징을 설명

하기 하여, 오락 특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문

항은 McGloin, Farrar, & Krcmar[22]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오락감에 한 요인을 측정 할 것이다.

오락감의 문항으로는 “VR 고는 나에게 흥미로웠

다.”, “VR 고는 나에게 재미를 주었다.”, “VR 고는

신기해서 나는 집 하게 되었다.”와 “VR 고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콘텐츠이기에나에게참신하다.”의 4개의문

항을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3.5 비  혁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신 태도를 개인의 선천

성향의 한 부분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 신성

의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신성의

개념을 ‘개인이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의향

을 뜻하는 개인의 신성(Personal Innovativeness; PI)

정도’로 정의하 으며, Agarwal & Prasad[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요인을 측정 하 다.

소비자 신성 문항으로는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

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면 궁 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주의사람들보다 앞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편이다.”와

“나는 첨단의 유행을 따르는 편이다.”의 4개의 문항을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3.6 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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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고특성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고태

도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 최근 연구자들은 요한

고 효과 진단 능력으로 소비자의 고에 한 감성

반응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고자

체에 한 호의 /비호의 반응과 같은 소비자의 느낌

을 표하는 감성 구성인 고태도(Ad)는 요한 고

효과변인이다[19]. 이에 본 연구는 고효과의 개념으로

고태도를 선정하 다.

고태도 문항으로는 “나는 VR 고에 호감이 간다.”,

“나는 VR 고가 좋다.”, “나는 VR 고를 정 으로

생각한다.”와 “나는 VR 고가 인상 이다.”의 4개의 문

항을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4 료

본 연구는 이를 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 으

며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

하 다.

4. 연 결과

4.1  및 신뢰도

먼 연구에 사용된 27개 문항들의 요인구조를 확인

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KMO는 .897(.6 이상 유의수 )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

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 결과 χ²=3177.324(df=171,

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분

석 결과 고유값 1이상인 기 에 따라 4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체분산의 73.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출된 각 요인값은 요인1 입체감 5개 문항(8.88), 요

인2 실감 5개 문항(2.48), 요인3 역동감 5개 문항(1.60),

요인4 오락감 4개 문항(1.00)으로 구성되었다. 한 추출

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입체감 Cronbach’s α=.850,

실감 Cronbach’s α=.917, 역동감 Cronbach’s α=.892, 오

락감 Cronbach’s α=.901, 소비자 신성 Cronbach’s α

=.903, 고태도 Cronbach’s α=.949로 나타났다. 이는

Cronbach α 0.7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

도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4.2 확 적 

본 연구는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 합도를 해 분석

결과 8개 문항을 삭제하 다. 총 19 개의 항목이 한

요인 구조를 보 으며, 모델 합도 역시 반 으로 만

족할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χ2(137)=240.095, p<.00,

RMR＝.036, GFI＝.901, AGFI=.862, NFI＝.925, CFI=

.966, RMSEA＝.059). 한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

신뢰도는 모두 확보되어 합도 평가지수에 해서 임계

값을 만족시켰다. 이를 통해 모형의 합도가 인정되었

으며,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Path Estimate S.E. C.R. P AVE CR

3D
effect

←2 .953 .070 13.587 ***

.615 .821←5 .447 .060 7.448 ***

←2 1 ***

Prese
nce

←6 .914 .071 12.786 ***

.607 .822←10 .848 .073 11.562 ***

←8 1 ***

Dyna
mics

←11 .506 .051 15.411 ***

.611 .860
←13 .785 .050 15.851 ***

←15 .909 .059 15.411 ***

←12 1 ***

Amus
emen
t

←17 .821 .087 14.452 ***

.855 .944←18 .957 .040 24.139 ***

←19 1 ***

Innov
ation

←1 .714 .058 12.391 ***

.717 .882←2 .903 .048 18.825 ***

←3 1 ***

Ad
Attitu
de

←1 .928 .040 23.476 ***

.871 .953←3 .914 .049 18.654 ***

←2 1 ***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 연 형과 가  검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앞서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검증결과 모델 합도 역시 반 으로 만족할만

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추출된 수정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고 가설 검증을 한 Table 2,

Fig. 3과 같은 최종모형을 도출하 다(χ2(137)=240.095,

p<.00, RMR＝.036, GFI＝.901, AGFI=.862, NFI＝.925,

CFI= .966, RMSEA＝.059).

최종모형 분석에서 가설1의 분석결과 입체감이 소비

자 신성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

수가 .742(t=4.646, p<.001)로 나타나 정(+)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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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2의 분석결과

실감이 소비자 신성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427(t=2.416, p<.05)로 나타나 정(+)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3의 분

석결과 역동감이 소비자 신성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301 (t=2.303, p<.05)로 나타나

정(+)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

설4의 분석결과 오락감이 소비자 신성에 미치는 향

력에 한 두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427(t=5.539, p<.001)

로 나타나 정(+)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가설5의 분석결과 입체감이 고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459(t=2.361

p<.001)로 나타나 정(+)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5

는 채택되었다. 가설6의 분석결과 실감이 고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069(t=0.374 p>.05)로 나타나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않

았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가설7의 분석결과 역

동감이 고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207(t=1.545 p>.05)로 나타나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가설8의

분석결과 오락감이 고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214(t=2.095 p<.05)로 나타나 정

(+)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가설9

의 분석결과 VR 고 특징의 소비자 신성이 고태도

에 미치는 향력에 한 두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468(t=3.232 p<.001)로 나타나 정(+)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9는 채택되었다.

가설 10의 매개효과 결과 입체감의 소비자 신성이

고태도에 미치는 간 경로의 계수는 .347(p<.05)로

정(+)의 향을 미쳤다. 가설 11의 매개효과 결과 실감

의 소비자 신성이 고태도에 미치는 간 경로의

계수는 .261 (p<.05)로 정(+)의 향을미쳤다. 가설 12의

매개효과 결과 역동감의 소비자 신성이 고태도에 미

치는 간 경로의 계수는 .141(p<.05)로 정(+)의 향

을 미쳤다. 가설 13의 매개효과 결과 오락감의 소비자

신성이 고태도에 미치는 간 경로의 계수는

.200(p<.05)로 정(+)의 향을미쳤다. 따라서 가설 10, 13

은 부분매개효과를 11, 12는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Path Estimate S.E. C.R. P Result

3D effect←
Innovation

.742 .387 4.646 *** ○

Presence←
Innovation

.427 .231 2.416 .016 ○

Dynamics←
Innovation

.301 .128 2.303 .021 ○

Amusement←
Innovation

.427 .109 5.539 *** ○

3D effect←
Ad attitude

.459 .302 2.361 .018 ○

Presence←
Ad attitude

.069 .115 .374 .709 ×

Dynamics←
Ad attitude

.207 .084 1.545 .122 ×

Amusement←
Ad attitude

.214 .092 2.095 .036 ○

Innovation←
Ad attitude

.468 .093 3.232 *** ○

3D effect→
Innovation→
Ad attitude

.347 .007 ○

Presence→
Innovation→
Ad attitude

.261 .021 ○

Dynamics→
Innovation→
Ad attitude

.141 .012 ○

Amusement→
Innovation→
Ad attitude

.200 .026 ○

Table 2. Results of hypothesis tests

Fig. 3. Finalized model

5. 결론 및 논

본 연구는 VR 고 특성을 악하고 소비자 신성과

고태도와의 계를 검증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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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VR 고 특성이 소비자 신성에 미치는 향

력을검증한 결과 VR 고특성의모든구성요인이 소비

자 신성에 정(+)의 향을 미쳤다. 이는 VR 고 특성

이 새로운 고기술을 수용하려는 소비자들의성향에 따

라 고효과나 마 략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 마 에서 지 까지 이루어진 신성 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제품, 정보 등에 한 변수로 볼 수

있지만[20], 미디어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증가한 지

새로운 IT 기술과 고의 종합 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VR 고 특성이 고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VR 고 특성의 입체감과 오락감이 고태

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 이는 VR 고를 효과 으

로 달하기 해서는 콘텐츠의 기획력과 임팩트 있는

크리에이티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R

고에 합한 콘텐츠 장르와 스토리라인을고려하여 오락

성을 높일 수 있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VR 고 특성의 소비자 신성이 고태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든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체감과 오락감은 부분매개, 실

감과 역동감은 완 매개 하 다. 이는 VR 고 기획에

있어 고 아이디어 뿐 만 아니라 소비자의 미디어 활용

실태와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즉, 디지털 기술을기반으로 한 고가 빠르게 등

장하는 시 에서 과거 고 략에서 벗어나 미디어 특

성을 악하고 생동감 있고 단순한 고 크리에이티

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VR 련 고 시장은

더 그규모가 커지는 것에 반해 VR 고에 한 실

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23]. 실제 AR 고를

경험한 응답자를 상으로 고의 특성을 악하고, 효

과를 측정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뒤에는 VR 기기의

화에 따라 고 산업 분야에도 큰 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이용한보다 심도 깊은연구가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VR 고의 활성화를 한 실증

인 연구방법을 통해 고효과 검증을 시도해 본다는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VR 고 특성의 고효과에 한

인과 계를 분석함에 있어 여러 가지종속변수를 고려하

지 못한 한계 을 보인다. 한 VR 고 유형별 특성 차

이를 고려하지 못하 다. 이에 향 후 연구에서는 VR

고 유형을 악하고 VR 고에 미치는 사이버 멀미, 미

디어 회피 등의 변인을 악하여 연구에 반 한다면 더

욱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

과는 신유형 고에 한 시 요구와 기 속에서

고 산업이살아남기 한방안을 제시 할수있을것이다.

한 후속 연구 발 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

로운 기술을 활용을 통한 고연구 발 에 기여 할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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