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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기술은 의료, 교육, 마케팅, 그리고 저널리즘 등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영상 기술: AR 뉴스, 일반 뉴스) × 2(뉴스 종류: 재난, 스포츠) 피험자 간 실험을 
통해 AR 뉴스의 세 가지 특성(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수용자의 몰입도와 정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AR 뉴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일반 뉴스에 대한 
평가보다 높았다. 또한, 뉴스 종류와 상관없이 AR 뉴스의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수용자 몰
입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수용자 몰입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뉴스 종류와 상관없이 AR 뉴스 시청 후 정보습득이 일반 뉴스보다 높았지만, AR 뉴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는 정보습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AR 뉴스
의 향후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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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Augmented Reality(AR) technology is visible in medical procedures, education, 
marketing, and journalism. By experimenti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valuation of the three 
elements of augmented reality news contents(visual image, storytelling, interactivity) affects immersion 
and information acquisition. Specifically, a 2 (video technology: AR vs. general) × 2 (news type: disaster 
vs. sports) between-subject design was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the evaluation of all three 
elements was higher when viewing AR news than when viewing general news. The level of immersion 
was higher when viewing AR news, and the evaluation of storytelling and interactivity had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immersion regardless of the news types. However, the evaluation of visual images 
did not affect the level of immersion. Information acquisition was higher after viewing AR news, yet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of the three elements on information acquisition had not been found. 
Implication and discussion of the study were added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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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증강현
실 (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실시간으로 현
실에 적용해 독창적인 3차원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
한 AR 기술의 적용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미디어 
내러티브 및 포맷의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미디어 도
구가 되었다[1]. 특히 AR 기술과 산업의 결합은 산업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용자 경험
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교육이나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산
업에 적용되고 있다. 

AR 기술이 언론 산업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방
송 뉴스 보도에서 볼 수 있다. 방송 뉴스 보도에 사용되
는 AR 애플리케이션은 주나이오(Junaio)와 아우라스
마(Aurasma)로 주나이오는 2010년 <USA투데이(USA 
Today)> 와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에, 
아우라스마는 2011년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와 BBC에서 활용되었다.

언론사들이 AR 기술을 사용한 뉴스를 만드는 이유는 
AR이 특정 위치나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상
상력을 자극하고 참여를 돕는 좋은 스토리 환경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기술과 현실의 통합은 디지털 
미디어 소비자와 기존 미디어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
며[3] 이러한 통합 메커니즘은 언론 산업에서 더욱 다
양하게 사용되어 레거시 미디어의 혁신을 보여준다.

중국 언론 산업은 변화하는 뉴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와 같은 AR 기술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뉴스 시장을 살펴보면, 뉴스 소비자 수가 줄고 
연령의 격차가 보이는 등 뉴스 소비 현황에서의 변화를 
겪고 있다[4]. 이러한 변화는 중국만의 변화가 아니다. 
즉, 단일화된 뉴스 제작 방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시해 수용자의 관심을 끄는 방
법을 고안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언론 산업이 직면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 언론사는 2016년부터 
AR 기술을 활용한 뉴스 보도를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AR 기술이 뉴스의 진위성, 적시성, 그리고 사회성의 기
본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 아니라 뉴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포함된 미학을 보여주며 수용자들에게 초
현실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있다

[5].
실제로 2016년 중국 CCTV, 신화통신사 및 기타 뉴

스 언론사가 AR 기술을 뉴스 보도에 적용하며 긍정적
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21회 러시아 월
드컵 보도 당시, 중국 CCTV 스포츠 채널은 ‘시청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이라는 보도 이
념을 바탕으로 AR 기술이 융합된 스튜디오에서 각종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생중계했다. 그 결과 당시 월드
컵 최고 시청률 40.9%라는 기록을 남기며 AR이 융합
된 뉴스 미디어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바있
다.

이처럼 일반적인 뉴스 보도 방식보다 AR 뉴스는 시
각화된 데이터와 이미지를 통해 실제 촬영 공간을 보완
하는 등 가상과 현실의 결합을 실현한다[6]. 그러나, 
AR 뉴스 보도에 관한 수용자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AR 뉴스의 생생한 보도가 수용자들의 몰입도와 정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지러움 등 
불편함을 유발해 시청자들의 정확한 학습을 방해해 궁
극적으로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훼손할 수 있
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한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뉴스 보도와 AR 뉴스 보도가 
시청자들의 뉴스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
고자 하는 한편, 나아가 뉴스 종류를 재난 뉴스와 스포
츠 뉴스로 구분하고 AR 뉴스의 특성을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호작용성 세 가지로 구분해 뉴스 
보도에서 이 세 특성에 대한 수용자 평가가 수용자의 
몰입도 및 정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일반 뉴스와 AR 뉴
스를 선정해 비교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한국에 비해 AR 기술이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아 
AR 뉴스의 참신성이 높아 일반 뉴스와 AR 뉴스에 대
한 평가가 더욱 잘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뉴스
의 종류를 재난 뉴스와 스포츠 뉴스로 구분할 때 중국
에서 두 종류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의성이 높은 보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뉴스 종류에 대한 
관여도와 사전 지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
다. 그러나 AR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저널리
즘 기술로 국가적 특성과 상관없이 AR 기술이 뉴스에 
활용되는 데에 공통된 함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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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조사

1. AR 기술과 활용
AR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의 변형으로, 

VR 기술이 사용자들을 가상의 환경에 완벽하게 몰입시
킨다면 AR 기술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의 대상
(object)을 혼합해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8]. 
즉, AR은 현실 기반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기술로, 가
상 컴퓨터로 형성된 객체가 실제 세계를 보완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9].

Bimber 와 Raskar[10]가 정리한 것과 같이, AR 기
술은 대략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휴대용 디스플레이, 공간 디스플레이(spatial 
display)로 실현된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백라
이트가 있는 패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며 실제 환경 표
면에 이미지를 투사한다. 휴대용 디스플레이는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장치에 통합해 비디오를 표시
하기 전에 카메라를 통합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디
오 투시, 광학 투시 또는 직접 증강 기능이 있는 공간 
디스플레이가 있다.  

비슷한 기술인 3D 입체 영상과 비교했을 때, AR 영
상은 시각적 피로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3D 
입체 영상 연구들은 현실감(presence)과 몰입도
(involvement), 생리적인 메스꺼움(sickness), 운동감
(movement)의 네 가지를 중요 요소로 꼽는다[11]. 
AR은 앞선 3D 영상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영상 제
작 시 평행식과 수렴식으로 카메라를 배치한다. 이때 
수렴식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은 관객들의 두 눈 
사이에 피사체를 위치해 양안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
에, 평행식의 영상보다 시각적 피로도가 낮다[12].

이러한 AR 기술의 장점을 잘 활용한 예로 2016년 하
반기에 출시되어 전 세계적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Pokémon Go)를 들 수 있다. 위치를 반영한 
AR 게임 환경에서 게임 진행을 위해 이용자들이 모바
일 기기의 AR 화면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과정에서 이
용자들은 실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게임에 더
욱 몰입하게 된다[13]. 또한, 3D 입체 캐릭터와 상호작
용하며 포켓몬을 모으는 스토리에 참여하며 이용자는 
높은 실재감을 느낀다. 이처럼 이용자가 느끼는 상호작

용성과 실재감은 게임에 대한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 외에도 AR 기술은 교육, 마케팅, 의료,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서 활용되는 AR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다. 실제 AR 요소 중 영상 및 3D 이미지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가상 
텍스트 및 사진, 비디오는 혼합 현실의 특성으로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인지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한편, 마케팅에서의 AR 기술 활용은 가장 상업적인 
성과를 보인다. 세계적 체인을 가진 뷰티숍 세포라
(Sephora)는 모바일 AR 쇼핑 앱을 개발해 소비자의 
개인 공간과 쇼핑 공간을 통합시키는, 관계적 쇼핑 마
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앱의 사용자는 이용의 즐거움과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돼 쇼핑과 동
시에 오락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답하며 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16]. 이와 같이 사용자 개인의 특
징에 맞춘 AR 서비스는 남다른 경험과 현실감을 제공
한다[17]. 

또한 디지털 시대에 AR 기술은 더욱 보편화되며 의
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8]. AR 기술은 
하나 이상의 감각을 활용해 사용자가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오버레이(overlay)기술을 사용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구현한다[19]. AR 기술의 이러한 
특성은 외과 수술에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신경항법장치(neuronavigation)를 들 수 있다. 신경항
법장치는 실시간 방사선 스캔 데이터를 저장 또는 결합
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
이 AR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넓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AR 기술을 활용한 뉴스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AR 기술의 특성과 AR 뉴스
뉴스 수용자들은 정보를 기억할 때 단순하고 언어적

인 텍스트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한다[20]. 특
히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형태 중 수용자들의 감정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뉴스 보도에 대한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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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의 첫 번째 특성은 더욱 발
전된 시각화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뉴스
와 달리 AR 뉴스는 2차원 평면(2D)에서 이뤄지던 시각
화를 3차원의 입체(3D)로 변경해 화면에 국한되지 않
고 전체의 그림을 보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7]. 일반적
으로 AR 뉴스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시각화를 사용하
는데, 인포그래픽을 통해 더욱 바르고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22].

두 번째, A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는 스토리텔링에 
더욱 효과적이다. AR 기술의 스토리텔링은 수용자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증가시킨다[23]. 일반적으로 스토리
텔링은 사건, 등장인물, 배경의 세 구성 요소를 갖추고 
시작, 중간, 끝이라는 세 부분의 시간을 따라 이야기가 
기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24],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에 비해 감정적으로 수용자들의 
주의를 끌고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용이하다[25].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했을 때 수용자들의 실
질적인 체험 효과가 더 높고 더 오래 학습한 내용을 기
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6]. 

뉴스의 스토리텔링이란 진실의 전달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고도로 구조화된 스토리로 뉴스를 제작할 
때 선택된 관점이나 초점에 의해 구성된다 [27]. 이때 
AR 기술은 더욱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
다. AR 기술은 3인칭 시점으로 전달되던 전통적인 저
널리즘의 스토리텔링을 뉴스 수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1인칭 시점으로 전환한다[28]. 이를 통해 텍스트
로 전하기 어려운 보도 내용에 대한 내러티브 공간을 
만들어 수용자가 뉴스 내러티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돕는다[29].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토
리텔링 저널리즘의 예시는 1999년 초 공개된 컬럼비아 
대학의 뉴스 다큐멘터리를 들 수 있다. 휴대용 디스플
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의 위
치와 시선을 파악해 시청자의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 사
건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30]. 비슷한 예로, 최근 
2018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태국 축구팀에 대한 뉴스
는 AR 기술을 활용해 팀의 구조와 현재 상황에 대한 생
생한 정보 전달은 물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였다
[31]. 

A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의 세 번째 특성은 더욱더 

생생한 상호작용성이다. AR 기술은 현실의 공간을 색
(RGB)의 정보와 깊이 정보를 반영해 3차원의 볼륨
(Volume)으로 복원한다. 따라서 실제 환경과 가상 환
경이 결합된 AR 영상 콘텐츠는 현실과 상호작용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AR 영상 콘텐츠에서의 상호작용은 
현실 세계와 가상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반
대로 마커(marker)를 통해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
호작용할 수도 있다. 마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더 강한 상호작용을 하며 깊은 몰입감을 경
험한다[32].   

동시에 AR 뉴스는 보도 내용이나 가상 물체, 등장인
물들의 초현실감을 느끼게 해 더욱더 수용자 개인에게 
특화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33]. 예컨
대, 국내 방송사가 뉴스 보도에 AR 기술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7년 KBS의 대선 개표 방송을 들 수 
있다. KBS는 2017년 대선 개표 방송인 <선택! 대한민
국>을 통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특수 카메라를 설
치해 AR 그래픽을 활용한 보도를 선보였다. 이러한 구
성을 통해 시청자는 마치 직접 광화문에 있는 듯한 시
각적인 경험을 하며 높은 상호작용성을 느끼고 개표 방
송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34].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술된 가장 대표적인 AR 기술
의 특성을 중심으로 AR 뉴스와 일반 뉴스 보도를 비교
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재난/스포츠 
보도)의 시각적 이미지(가설 1-1), 스토리텔링 (가설 
1-2), 상호작용성 (가설 1-3)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을 것
이다.

이러한 AR 뉴스의 특성은 시각적 내러티브를 활용하
는 스포츠나 여행 등의 연성뉴스 보도에 더 자주 활용
된다[29]. 또한 AR 뉴스는 어떤 대상이나 분야에 대해 
보도하는 라이브 뉴스,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한 뉴스, 
그리고 지진이나 산사태 등 사건에 대한 장면을 재현하
는 뉴스에 활용되고 있다[35]. 

AR 뉴스를 스포츠 보도에 적용하면 시청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스포츠 뉴스의 경우 많은 데이터와 정보
를 기자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달돼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중국 방송사들은 AR 
기술을 활용해 월드컵 및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보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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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AR 스포츠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은 마치 
경기 현장에 온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시각화된 경기 
정보와 선수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5]. 한편, AR 뉴스를 재난 보도에 활용하면 스토
리텔링 형태로 이야기를 재현해 현장을 더욱더 생생하
게 전달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 재난의 충격이나 영
향을 더욱더 효과적이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 기술이 자주 사용되는 재
난 보도와 스포츠 보도를 선택해 비교하고자 한다. 

3. AR 뉴스의 시청효과
디지털 영상에서 몰입도(immersive)는 시각적 구성 

요소와 서사적 구성 요소의 기능이 합해져 나타난다
[36]. 예컨대 동영상 재생부터 가상 객체 조작에 이르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의 영화를 시청한 관객
들은 능동적으로 영화 보기에 참여해 몰입도를 더욱 크
게 느낀다[37]. 

마찬가지로 뉴스 제작에서 AR이나 VR 기술을 결합
했을 때 이를 몰입형 뉴스(immersive journalism)라 
부르는데, 이러한 생동적인 뉴스 보도 방식은 수용자에
게 더욱 선명한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38]. 뉴스 보도에
서 재현을 보여줄 경우, 2D보다 3D 영상이 시청자의 
뉴스 몰입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나아가 
몰입형 뉴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면 일반 텍스트로 기
사를 소비하는 것보다 높은 현존감, 상호작용, 현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0].  

그러나 AR 뉴스가 수용자들의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
황이다. 이재성과 김주연[41]은 감각 자극요소에 의해 
몰입감이 결정된다고 보고 수용자들의 몰입도를 높이
기 위해 시각과 지각 등의 감각 기관을 자극하는 기술
적 요인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빠른 영사 속도, 높은 
해상도 등의 기술은 시각을, 참여와 상호작용은 지각을, 
3차원의 소리는 청각을 자극해 몰입도를 높인다고 분
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AR 뉴
스의 특성을 시각적 자극인 시각적 이미지, 참여를 끌
어내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호작용성으로 연결지어 
시청자의 몰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알아보고자한다. 

가설 2: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재난/스포츠 
보도)의 몰입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AR 뉴스(재난/스포츠 보도)의 시각적 이미지 
(가설 3-1), 스토리텔링 (가설 3-2), 상호작용성 (가설 
3-3)에 대한 평가가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한편, 뉴스 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정보전달이
다. 그러나 AR 뉴스가 수용자의 정보습득을 높이는지
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몰
입형 뉴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 경우, 정보에 대한 신
뢰도, 내용에 대한 연민, 정보습득 그리고 정보를 전파
하려는 의도가 텍스트 형태의 뉴스를 소비하는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 또한, 상호작용성이 수용자 
혹은 사용자의 능동성을 높여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42]를 고려했을 때, AR 기술
의 높은 상호작용성[43]은 학습효과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R 기술의 시각적 이미지가 학습 효과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서진과 이예경
[44]이 AR 기술을 활용한 독서가 아이들의 역사 지식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AR 기술 활용을 통
한 역사 지식 습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AR 콘텐츠가 인지적 부담을 유발
해 정보 습득에 있어 인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D 이미지보다 AR을 활용한 
3D 이미지가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3D 이미지의 입체감이 사라져 결국 2D와 
3D 이미지에 대한 내용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45].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습득을 뉴스 시청 
효과로 보고 뉴스 종류에 따른 정보습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4: 일반 뉴스와 AR 뉴스의 정보습득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5: 일반 뉴스와 AR 뉴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가설 5-1), 스토리텔링 (가설 5-2), 상호작용성 (가설 
5-3)에 대한 평가에 따라 뉴스 정보습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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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설계
위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의 온라인 설문업체 문권신(问卷星，WJX.CN)에 의뢰
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50대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총 2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55명(27.5%), 여성은 145명(72.5%)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24.5세로 20대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9%, 40대가 5.5%, 50대 이상이 1.5%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
(영상 기술: AR 뉴스, 일반 뉴스) X 2(뉴스 종류: 재난 
보도, 스포츠 보도)로 피험자 간 실험을 실시했다[그림 
1]. 각 실험 조건에는 50명씩 무작위 배정되었다[표 1]. 

그림 1. 연구 모델

표 1. 실험 그룹 배정(명)

일반 뉴스 AR 뉴스
재난 보도 50 50

스포츠 보도 50 50

실험에 사용한 자극물로는 같은 재난 사건과 같은 내
용의 스포츠 보도에 대한 일반 뉴스와 AR 뉴스로 구성
했다. 재난 보도에 대한 뉴스는 열대 폭풍 위파
(Tropical Storm Wipha)에 대해 중국 CCTV가 제작
한 일반 뉴스([그림 2], 1분 25초)와 광둥 TV가 제작한 
AR 뉴스([그림 3], 1분 20초)로 구성했다. 열대 폭풍 위
파는 2019년 북서태평양 태풍 시즌에 일곱 번째로 명
명된 폭풍이다. 선정된 두 뉴스 보도는 2019년 8월 1
일, 중앙 부근의 최대 풍력 9급(23m/s) 위력의 위파가 
중국 하이난과 광둥성에 상륙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CCTV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태풍 현황, 피해 및 정부 

대비 방안에 대해 보도하고 광둥 TV는 같은 보도 내용
이지만 AR 기술을 활용한 뉴스를 선보였다. 구체적으
로 일반 뉴스에서는 앵커의 설명과 함께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만 시각적 자료로 사용했으며 AR 뉴스에서는 
앵커의 설명에 맞춰 태풍의 이동 경로와 위험도를 AR
기술로 구현한 입체적인 시각 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
해 보도했다. 

그림 2. CCTV 영상 보도 화면

그림 3. 광둥 TV 영상 보도 화면

스포츠 보도는 제7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대한 보
도 내용으로 CCTV가 제작한 일반 뉴스(42초)와 후베
이 TV가 제작한 AR 뉴스(1분 5초)로 구성했다. 제7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부터 27
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개최됐으며 총 109개국에서 
9,308명의 군인이 참여해 수영, 육상, 농구 등 27개의 
경기가 이뤄졌다. 선정된 두 뉴스 보도는 대회에 사용
된 37개의 경기장을 소개하는 보도로 CCTV는 일반적
인 촬영 및 편집 방식을 사용하고 후베이 TV는 AR 기
술을 활용한 뉴스를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뉴스에
서는 앵커의 설명과 함께 경기장 곳곳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각적 자료로 사용했으며 AR 뉴스에서는 추가
적으로 경기 종목에 따른 앵커의 설명에 맞춰 대회 마
스코트가 입체적으로 등장, 움직이는 등의 시각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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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었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뉴스정보습득 변수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동의

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2.1. 뉴스 보도 특성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뉴스 보도 특성을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

텔링, 상호작용성으로 구성한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 문항은 권상희, 강위근[46], 정동훈, 김동욱[47], 
이순모[48]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
였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동영상 정보, 차원
적 분리감, 역동감, 선명도, 실재감, 입체감, 신체적 불
편함, 현실 구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
한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총 12개의 문항으
로 구성했으며(M=3.09, SD=0.94, Cronbach’s α
=.94), 측정 문항의 예시는 “뉴스에 활용된 이미지는 입
체감이 느껴진다”였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는 Lin[32]이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했다. 이때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는 내용 전달의 창의성, 내러티브의 다양성, 집중도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는 총 3문항으로 구성했으며 (M=3.22, SD=1.08, 
Cronbach’s α=.88), 측정 문항의 예시는 “뉴스를 통해 
다양한 내러티브를 경험할 수 있다”였다.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는 서동우[49]가 사용한 설문 
중 심미성과 상호작용 용이성에 대한 내용을 묻는 항목
으로 재구성했다. 이미지의 자연스러움, 식별가능성, 활
용성,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
했으며(M=3.22, SD=0.98, Cronbach’s α=.87), 측정 
문항의 예시는 “뉴스에 활용된 이미지는 자연스럽다”였
다. 

2.2 뉴스 몰입도와 정보 습득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한 종속 변인은 뉴스 몰입도와 

정보 습득 정도이다. 우선, 뉴스 몰입도에 대해서는 구
슬기와 전종우[50]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도를 즐거움, 주의 집중, 
텔레프레전스에 대해 묻는 7가지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M=3.13, SD=0.96, Cronbach’s α=.91) 측정 문항의 
예시는 “뉴스를 시청하는 동안 다른 일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였다. 

뉴스 정보습득은 Anna[51]의 TV뉴스 정보습득 측정
을 이용했으며, 팩트 리콜과 뉴스 이해에 대해 측정하
였다. 팩트 리콜은 객관적인 질문으로  실험 후에 뉴스
에 대해 묻는 3개의 객관적인 질문으로 구성했다. 재난 
보도에 대한 정보습득 검사에 사용된 측정 문항의 예시
는 “뉴스에서 언급된 피해는 무엇입니까”였으며 스포츠 
보도에 대한 정보 습득 검사에 사용된 측정 문항의 예
시는 “이번 세계 군인 체육 대회는 어느 도시에서 개최
됩니까”였다. 뉴스 이해 검사는 구체적으로 뉴스에 대
한 실험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뉴스 보도 내용
의 의미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2개의 질문으
로 구성했다. 모든 문항의 정답은 1점씩 부여했으며 총
점은 5점으로 측정하였다(M=3.43, SD=1.06). 

IV. 연구 결과 분석

1. 뉴스 보도에 대한 평가
1.1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
우선,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의 시각적 이미

지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R 뉴스를 시청한 
집단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 (M=3.91, SD=0.45)
가 일반 뉴스를 시청한 집단(M=2.26, SD=0.43)보다 
더 높았으며, 영상 기술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12.23, p<.05). 따라
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재난 보도(M=3.13, SD=0.92)와 스포츠 보
도에 대한 평가(M=3.05, SD=0.97)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66, p>.05). 또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영상 기술과 뉴스 종류 간의 상호작용 효
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R 재난 보도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M=3.92, SD=0.48)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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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스포츠 보도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M=2.18, SD=0.14)가 가장 낮게 나왔다[그
림 4]. 

그림 4.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 차이

1.2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의 스토리

텔링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R 뉴스를 시청한 
집단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 (M=4.41, SD=0.52)가 
일반 뉴스를 시청한 집단(M=2.29, SD=0.6)보다 더 높
았으며, 영상 기술에 따른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32.99, p<.05). 따라서, <가
설 1-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재난 보도에 대한 평가(M=3.25, SD=1.08)와 
스포츠 보도에 대한 평가(M=3.18, SD=1.09)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0.84, p>.05). 또한 스토리텔
링에 대한 평가에 영상 기술과 뉴스 종류 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R 재난 보
도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M=4.17, SD=056)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스포츠 보도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M=2.25, SD=0.61)가 가장 낮게 나왔다[그
림 5]. 

그림 5. 뉴스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 차이

1.3.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 
수용자 평가에서 마지막으로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을 것’이라
고 예측한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
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R 
뉴스를 시청한 집단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
(M=4.05, SD=0.48)가 일반 뉴스를 시청한 집단
(M=2.4, SD=0.58)보다 더 높았으며, 영상 기술에 따른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83.41, p<.05). 따라서,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또한 재난 보도에 대한 평가(M=3.3, SD=0.98)가 스
포츠 보도에 대한 평가(M=3.15, SD=0.98)보다 더 높
았으며, 뉴스 종류에 따른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27, p>.05). 한편, 상호작용
에 대한 평가에 영상 기술과 뉴스 종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R 재난 보도
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M=4.11, SD=0.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스포츠 보도의 상호작용성에 대
한 평가(M=2.3, SD=0.55)가 가장 낮게 나왔다[그림 
6]. 

그림 6. 뉴스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 차이

2. 수용자 몰입도
2.1. 영상 기술에 따른 수용자 몰입도 
수용자 몰입도에 대해서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의 몰입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R 뉴스를 시청한 집단의 몰입
도 수준(M=3.95, SD=0.48)이 일반 집단(M=2.3, 
SD=0.52)보다 더 높았으며, 영상 기술에 따른 몰입도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44.74, p<.05). 따라서, 
<가설 2>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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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 보도에 대한 몰입도(M=3.18, SD=0.94)와 
스포츠 보도에 대한 몰입도(M=3.09, SD=0.97)는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1.59, p>.05). 또한, 몰입도
에 대한 영상 기술과 뉴스 종류 간의 상호관계 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R 재난 보도의 몰입
도(M=3.98, SD=0.4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스포츠 보도의 몰입도(M=2.26, SD=0.54)가 가장 낮게 
나왔다[그림 7].

그림 7. 뉴스에 대한 몰입도 차이

2.2. AR 뉴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가 몰입도
에 미치는 영향

AR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호
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인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 보도
는 0으로, 스포츠 보도는 1로 설정해 뉴스 종류를 구분
하고 하나의 모델로 검증하였다. 모든 변인의 
Durbin-Watson(D.W.)  측정값은 d=1.98로 2에 가깝
게 나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자기상관성 문
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F=13.88(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며, 

=.37로 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AR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β=0.21, 

p>.05)는 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
나, AR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β=0.26, p<.01)는 몰
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또한, AR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β=0.25, p<.01) 역
시 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3-3>은 지지되
었다. 한편, 뉴스 종류에 대해서는 (β=-0.2, p>.05)로 
유의하지 않아 AR 뉴스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몰입도
의 관계에서 뉴스 종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AR 뉴스의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
가는 뉴스 종류에 차이 없이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AR 뉴스에 대한 평가가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β 표준오차 β
시각적 이미지 .21 .12 .20 1.78

스토리텔링 .26 .09 .29** 2.94

상호작용성 .25 .10 .26** 2.62

뉴스 종류 -.02 .08 -.02 -.21

R²（adj. R²）=.37(.34),F =13.88***

*p <.05, **p <.01, ***p <.001 

3. 수용자 정보습득
3.1. 영상 기술에 따른 수용자 정보습득
수용자 정보습득에 대해서 ‘일반 뉴스와 비교해서 

AR 뉴스의 정보습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가
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R 뉴스를 시청한 
집단의 정보습득 수준(M=3.98, SD=0.92)이 일반 집단
(M=2.88, SD=0.9)보다 더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72.59, p<.05). 

한편, 재난 보도(M=3.36, SD=1.04)와 스포츠 보도에 
대한 정보습득 수준(M=3.5, SD=1.09)의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F=1.18, p>.05). 또한 정보습득에 대
한 영상 기술과 뉴스 종류 간의 상호관계 효과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R 스포츠 보도의 정보습
득 수준(M=4.08, SD=0.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재난 보도(M=2.84, SD=0.89)가 가장 낮게 나왔
다[그림 8]. 

그림 8. 뉴스에 대한 정보습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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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R 뉴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가 정보습
득에 미치는 영향

<가설 5>의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그리
고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독
립변수인 AR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그리
고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종속변수인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뉴스 
특성에 대한 평가가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가설 4>의 결과가 보이듯 뉴스의 영상 기술은 
정보습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뉴스 종류와 AR 뉴스의 
세 특성에 대한 평가는 정보습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AR 뉴스에 대한 평가가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β 표준오차 β
시각적 이미지 .31 .28 .15 1.10

스토리텔링 .18 .22 .10 .83

상호작용성 -.34 .23 .18 -1.46

뉴스 종류 .17 .19 .09 .93

R²（adj. R²）=.05(.01),F = 1.31

V. 결론 및 논의

1. 결과 요약 및 논의
다양한 매체에 AR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콘텐츠들

이 등장하면서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현시점에
[52], AR 기술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AR 뉴스의 향후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 수립
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AR 뉴스와 일반 뉴스의 뉴스 종류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
가를 알아보고 AR 뉴스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몰입감
과 정보습득으로 측정한 시청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았다.

AR 영상의 시각적 이미지는 일반 이미지보다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일반적인 3D 영상 보다 시각적

인 효과가 4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12]. 또한, 스토리텔
링 측면에서 AR 영상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해 
정보를 더욱더 풍부하게 전달하지만 동시에 수용자에
게 더 많은 인지능력을 요구한다[53]. 마지막으로, AR 
영상은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이 합쳐진 새로운 환경에
서 일반 영상에 비해 높은 상호작용성을 보인다[54]. 이
에 본 연구는 AR 뉴스 의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상호작용성으로 구분한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일
반 뉴스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AR 뉴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
링, 그리고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일반 뉴스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재난 뉴
스와 스포츠 뉴스 모두에서 볼 수 있었다. 즉, AR 뉴스
와 일반 뉴스 간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 차이는 뉴스 
종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R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가상현실 공간이라는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인식하고, 능동적인 존
재로 미디어 내용을 경험하며 영상 속에 몰입하게 된다
[55][56]. 실제로 AR로 제작한 몰입형 뉴스
(immersive journalism)를 살펴보면 수용자들이 단순
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닌, 여러 감각을 결합하여 적극
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이재성과 김주
연[41]은 몰입도가 감각 자극 특성에 달려 있으며, AR
은 빠른 이미지 속도, 높은 이미지 해상도 및 입체감 등
을 구현하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러한 기술적 특성이 시각과 지각을 자극하여 몰
입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뉴스 종류와 무관하게 AR 뉴스
의 몰입도가 일반 뉴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R 뉴스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와 상호작용성
에 대한 평가가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AR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몰입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용자가 이미지의 질감이나 3D의 입체감을 느끼면 
더 많은 인지를 통해 이미지에 몰입한다[5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이미지가 양안을 통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위
치 편차가 발생해 빠르기 움직이는 눈동자가 안구의 신
경을 자극하며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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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할 수 있다[59]. 본 연구에서 지지된 가설은 AR 
기술을 통한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스토리를 제공해 시
청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토리에 몰입하게 하고[60]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시청자의 인지 및 몰입도를 높인
다[43][59]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AR 뉴스
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평가와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
가 더 높을수록 몰입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R 환경을 통한 학습효과에 대한 선행연
구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 분야에
서 진행된 연구는 AR 기술로 만든 3D 학습 도구가 학
습 내용에 대한 기억력을 높인다는 선행연구[61]가 있
는 동시에 장시간의 AR 영상 시청은 현기증과 시각적 
피로를 유발해[62] 정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 뉴스보다 AR 뉴스를 통한 정보
습득이 더 높아 김은경 외의 연구 결과[61]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링 및 
상호작용성에 대한 평가가 정보습득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는데, 이는 김서진과 이예경[44]의 AR 기술의 
활용이 교과서에 대한 몰입을 높이지만 지식 습득에서
는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같은 맥락에서, Hung et al[63] 역시 AR 기술을 
활용한 책이 오해를 줄이고 지식 습득에 흥미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인지적으로는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AR 뉴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가 
정보습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실험
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영상을 전달받고 설문에 응답하는 자율
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보습득에 적
합한 학습 환경을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듯이 인지 효율성에 한계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R 영상은 재미로 시청
하며 즐길 수 있는 몰입형 콘텐츠이지만, 인지 상승이
나 학습 효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뉴스 종류와 상관  없
이 AR 기술을 뉴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용자의 몰
입도와 정보습득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특히 AR 뉴스 특성인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성이 몰입
감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한 AR 뉴스 보도를 통해 뉴스 시장에서 레거시 미
디어의 경쟁력을 높이며  디지털 미디어 소비자에 대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AR 기술의 활용이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정보전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AR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뉴스 효
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AR 뉴스 보도가 시청자들의 뉴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AR 뉴스의 특성에 대한 평가
가 몰입과 정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
는 점에서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
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AR 기술의 특성을 자극하는 
감각 중 시각과 지각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스토리텔
링, 상호작용성만 검토했다는 한계가 있다. AR 기술의 
특성을 감각과 연결 지은 이재성과 김주연[41]의 연구
에 따르면 AR의 기술적 요소는 시각, 지각, 청각의 감
각 시스템을 자극한다. 또한, 가상현실 인포그래픽 요소
와 몰입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김종욱[64]의 연구는 
영상의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그리고 정보적 구성 
요소가 가상현실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AR 기술에서 사용되는 
3차원의 소리 등의 청각적 요소와 주목도, 정보습득, 이
해도, 화상도를 포함하는 정보적 구성요소가 시청자의 
몰입도와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여도, 사전 지식, 
태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영향이 크고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최대한 개인적인 차이를 
보이는 관여도와 사전 지식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했으
나 참가자들의 관여도, 사전 지식, 태도에 대한 문항을 
만들어 분석에 추가한다면 더욱 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
해 AR 실험 영상을 시청했다. 실험 참여 시간과 응답률
을 고려해 유효한 응답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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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환경은 통제되지 않은 실험 환경으로 실험 참가자
들의 정보습득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AR 및 VR 기술 관련 실험 참가자들은 특수 안
경을 착용하기도 하며 VR 뉴스에 대한 수용자 반응 효
과 연구에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사례가 
존재한다[65]. 이 같은 장비는 실험 환경을 정비하고 눈
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연령과 성별이 20
대(64%)와 여성(72%)에 집중되어있다. AR은 상대적으
로 새롭고 낯선 기술이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있어 
AR 뉴스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이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해 더욱 다
양한 집단의 AR 뉴스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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