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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증강현실 기술은 미래를 이끌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

며(Gartner, 2009), 여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편의성 제고 및 체험, 공

감 확대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Jeong, 2010). 최근 애플에서 증강현실 콘텐츠의 개발을 돕는 플랫폼인

‘AR코어(AR Core)’를 공개하였고, 그 활용 범위가 패션 리테일 분야까지 확장되

고 있다. 패션 리테일 분야에서의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에서 가상제품과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단축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 예로 ‘3D 가상 피팅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제품 제시

는 소비자들이 심적으로 피팅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하여 그

제품을 실제로 소유한 것 같은 감정과 몰입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Peck

& Shu, 2009; 정동훈, 2017).

지금까지 증강현실 경험이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으나(Hung & Huang, 2017; Javornik, 2016b;

Kim & Forsythe, 2008a), 증강현실 기술이 소비자의 어떠한 심리적 기

제를 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며, 본 연구의 주제인 증강현실을 활용한 패션제품 제시가 소

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

지 않았다. 그러므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시 방식을 일반적

인 서비스 방식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설문

을 진행하였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한 후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 자극물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FORMEX의 증강현실 어플

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자극물 선정이 실험연구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20~30대 소비자 18명을 대상으로 사전실험을 진행한 결과, 자극물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수집된 응답자료는 SPSS 21.0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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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한 결과,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 모두 5% 수

준에서 제품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강현실 매체 사용 시 소비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가상제품이 시각적

으로 접목됨을 인지하거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가상의 제품을 조작하고

있음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하

여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환경

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소유감 또는 몰입감

을 느끼게 되어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간접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증강현실 특성의 주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가 사라져 심

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완전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매개경로를 고

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시된 제품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간접경로

를 고려하게 되면 매개변인의 강한 영향력과 설명력으로 인해 환경임베

딩과 물리적 통제성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소유

감과 몰입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몰입은

심리적 소유감의 결과 행동이며, 심리적 소유감은 대상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

(Vandewalle, VanDyne & Kostova, 1995; 장지예, 2005)이다. 한편, 이중

매개 분석 시 물리적 통제성의 경우 반드시 심리적 소유감을 통해서만

제품가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증강현

실 기술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는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증강현실 매체의 특성과 제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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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가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커니즘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증강현실 패션 어플

리케이션을 기획하려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도록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피험자가 증강현실의 특성 변인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각 특성변인의 수준을 조작하여 자극물을 제

작하지 못한 것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증강현실 특

성을 정확히 지각하도록 자극물을 조작하여, 그 수준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증강현실 특성, 기술과 패션, 심리적 소유감, 패션제품평가

학 번 : 2016-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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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미국 IT 리서치 전문업체인 Gartner(2009)는 미래를 이끌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증강현실 기술을 지목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증강현실이 여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편의성 제고 및 체험, 공감 확대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Jeong,

2010). 또한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등 세계

적인 대기업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증강현실 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그에 부산 되는 연계

효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원격 의료진단, 방송, 건축 설계 등에 활용되어

왔지만, 위치기반(GPS) 서비스, 게임, 광고, 패션, 교육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배승빈, 김광재, 2014). 이 중 패션분야는 체험적

속성이 간한 재화로 기존의 온라인 매장이 가졌던 가장 큰 단점인 체험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써 증강현실을 활용할 수 있다(배승빈,

2014; 김성하 외, 2017). 즉,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만져보고 시험적으로

착용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화장품 기업 세포라(Sephora)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Virtual Artist App’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

이크업 제품을 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 스

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2016년 ‘NikeiD’를 개발하여 매장에 방문한 소

비자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나이키 운동화를 제작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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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롯데백화점의 ‘3D 가상 피팅기’를 들 수 있

다. 가상 피팅기는 동작 인식 카메라가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

고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의 제품을 몸에 맞게 적용시킨 후 실

시간 3D 이미지로 보여주는 시스템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케아코리아(IKEA Korea)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

션인 ‘이케아 플레이스’를 출시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제 가구를 배치

할 장소를 촬영하면서 약 2000개의 이케아 제품을 가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패션 리테일 분야에서 사용하는 증강현실 기술은 제품의 품질을 입증

하고 온라인 피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Kim & Forsythe, 2008a),

소비자에게 주어진 패션 제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시 상상할 수 있게

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게 한다(Hung & Huang, 2017). 또

한 현실에서 가상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경험적 가치

를 전달하고 있다(Javornik, 2016b; Poushneh & Vasquez-Parraga,

2017).

실시간 개인화 대응이 가능한 증강현실 기술은 패션 분야에서 소비자

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여 주목을 받고 있지만(Kim, 2010) ,

지금까지 증강현실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 개발 및 일반적인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만 집중되어 있어(Schmalstieg &

Hollerer, 2016; Rese et al., 2016), 증강현실 특성에 대한 실직적인 개념

화 및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증강현실 경험이

소비자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으나(Hung

& Huang, 2017; Javornik, 2016b; Kim & Forsythe, 2008a), 본 연구의

주제인 증강현실을 활용한 패션제품 제시가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

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시 방식을 일반적인 서비스 방식과는 차별화

된 전략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소비자들이 심적으로 피팅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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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실제로 그 제품을 소유한 것 같은 느낌과 몰입감

을 이끌어내고(Peck & Shu, 2009; 정동훈, 2017),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과정을 단축시킨다(Dacko, 2016). 심리적 소유감이란 제시된 가상의 제

품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

보, 감각적 경험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는 더욱 강화되며(Peck & Shu,

2009),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irk, Swain & Gaskin, 2015). 또한 몰입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즐겁고

탐사적인 인식으로써 즐거움, 지각된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더 강하게 유발되며(Trevino & Webster, 1992),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유도하거나 매개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Gilliland &

Bello, 2002). 그러므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은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

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

며, 이에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개효과에 집중하여 세분화된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하여 패션제품을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가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나아가 그 효과가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발생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패션 산업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에게 증강현실 기술 활용에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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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그 동안 기술개발 및 체험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보고되었던

증강현실 매체에 대한 연구를 패션분야로 확장하여, 증강현실 매체를 활

용한 패션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제품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메커니즘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증강현실 매체를 사용하면서 지각하는 특성을 확인하

고, 그 특성이 소비자가 제시된 가상의 제품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둘째, 소비자가 증강현실의 특성을 지각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인 심리적 소유감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가 증강현실의 특성을 지각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인 몰입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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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 연구의 목적과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강현실 기

술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

구 방법 및 절차, 자극물, 측정 도구 및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제 4 장 결과 및 논의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및 논의

를 제시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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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본 절에서는 증강현실 특성에 대해 다루어져 왔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증강현실의 기술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

러한 특성들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증강현실의 개념

증강현실이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음새 없이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입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Azuma, 1997). 증강현실 관련 연구의 시초는 1968년 미국 컴퓨

터 과학자인 이반 서덜랜드가 ‘Head Mounted 3차원 디스플레이’를 개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증강현실’이란 용어를 쓴 연구는 미

국 보잉사에서 HMD(Head Mounted Display)화면을 통해 항공기를 조립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1990년대 초라 할 수 있으며(Wong &

Reshetnikov, 1994), 이후 1997년도에 Ronald Azuma가 증강현실의 특징

을 정의함에 따라 증강현실 분야가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증강현실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증강

현실의 단어 구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증강현실이란 실재 공간과 가상

객체가 혼합하여 현재 정보를 증강시킨 상태를 의미하며, 구현적 관점에

서의 증강현실은 현재 영상을 취득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여 정합된 위치에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시킨

디지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김태민, 김태균, 2010). ‘가상 연속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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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ity Continuum)’ 관련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가상현실과 현실세

계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 증강현실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모두 가상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가

상현실은 컴퓨터가 구축한 가상공간 속에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는 기술

인 반면,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실재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줌으로써

실재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계보경, 2008). 또한 현실세계와 멀리 떨

어져 있는 가상현실은 오로지 가상의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

들을 사용자에게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

인 반면,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현실세계에 접목된 가상 컨텐츠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실제로 컨텐츠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그림 2-1] 실세계 환경과 가상 세계 환경의 연속성

출처: Milgram, P., & Kenshino, F. (1994). A Taxonomy of mixed reality visual

display. IEICE Transactionson Information and Systems, E77-D(12), 1321-1329를 기반

으로 연구자가 새로 작성함.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이며 실재환경과 가상환경을

결합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상으로 생성된 객체를 실재환경을

기반으로 보여주어 사용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실재환경에 관한 다양한 컨

텐츠를 보다 실감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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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 기술의 시장 전망

오늘날 다양한 리서치 전문 업체에서 증강현실의 잠재적 가치와 발전

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인

Gartner(2012)는 증강현실은 현재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나 업계에 회

자되는 가시성에서 최고조에 이른다고 밝히며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기

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마켓 인사이트(Market

Insights)는 2024년까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2021년에는 증강현실 시장규모가 600억 달러에서

21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17;

IDC, 2017).

영국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컨설팅 업체인 케이제로(KZero)는 증

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HMD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

으며, 10년 내 가상현실 체험 기기의 연 매출 규모가 TV를 앞지를 것이

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체험 기기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연동할 필

요 없는 독립적인 기기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였다(Goldman Sachs,

2015). 또한 산업연구원(KIET)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산업에서 생산이 10억 원 증가할 경우 자체 및 관련 산업에서

2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기업 또한 증강현실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구글,

MS(Microsoft), 삼성, 애플 등 IT 기업들은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18

년 구글은 3D 카메라 없이 증강현실이 가능한 플랫폼을 발표할 예정이

며(넥스젠리서치, 2017),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카메라에 비친 글자를 바

로 번역해주는 ‘구글 번역’ 서비스 등 ‘시각 중심적’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NSP 통신, 2017). 애플(Apple)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AR 콘텐츠의 개발을 돕는 플랫폼인 ‘AR 킷(AR Kit)’을 공개하

면서 증강현실 기술의 보편화에 화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아이폰 뒷면

에 장착될 3D 센서를 개발하여 2019년 아이폰에 적용시킬 것이라 언급

하였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과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증강현실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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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증강현실 기술의 특성

기존 증강현실 특성 관련 연구는 주로 정보 관리 시스템(Milgram &

Kishino, 199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김성찬, 박승배, 2011; 서동우, 이재

연, 2012), 교육(김영은, 2012), 관광(강재완, 2016)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

져 왔다.

정보 처리 시스템(Informaion System) 관련 연구는 현실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미지 재생산 가능성의 정도, 현존감을 증강현실

기술의 주된 특성으로 제시하며, 사용자가 가상객체를 시각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처리 과정을 단축시킨다고 말하였다(Milgram &

Kishino, 1994).

또한, 증강현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관련한 김성찬, 박승배(2011)와

서동우, 이재열(2012)의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상

호작용, 현실감, 몰입감, 흥미, 이해도(Easy to use) 5가지로 규명하였으

며, 이와 같은 특성은 사용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김영은(2012)은 감각적 경험, 조작성, 감각적 몰입이 학생의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강재완(2016)의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관광

어플리케이션의 현존감, 상호작용 특성이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를 높여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패션

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증강현실 연구는 공통적으로 상호작

용, 현실감, 몰입을 주된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패션분야 내 마케팅 전략 및 서비스 채널 관련 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Poushneh & Vasquez-Parraga,

2017). 패션분야에서의 증강현실 연구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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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고 증강현실 기술을 수용하는 소비자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Dacko(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쇼핑경험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쇼핑에 대한 즐거움, 현실과

유사한 가상제품의 움직임 등을 증강현실의 특성으로 규명하고 그에 연

계된 효과와 소비자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패션분야 안에서의 서비스 마

케팅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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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Theme) 연구자 연구주제/방법 AR 특성 종속 변인 주요 결과(Key Findings)

새로운 서비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 

및 태도

Huang & 

Liao(2015)

온라인 패션리테일 환경에서의 AR; 

온라인 서베이
실재감

지속이용의도, 

행동의도

실재감은 소비자 행동의도 및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침

Javornik

(2016b)

AR 미디어 특성에 따른 소비자 

반응; 실험 연구

상호작용성, 

증강성

(Augmentation)

소비자 반응
AR특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몰입감이 매개하는 것

을 확인함.

Rese et al. 

(2016)
AR매체 수용의도; 실험연구

정보성, 

즐거움, 

사용 용이성

기술 사용의도
AR의 세 가지 특성 모두 기술 사용

의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멀티채널 환경 

안에서 소비자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요인

Beck & Crie 

(2016)

온오프라인에서의 가상피팅 효과; 

온라인 서베이
- 구매 의도

AR 사용은 호기심과 애고를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Dacko

(2016)

향상된 리테일을 위한 AR 어플; 

설문 조사 -

행동의도, 

쇼핑 혜택

AR의 정보전달과 쇼핑 즐거움 제공은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Poushneh 

& Vasquez 

(2017)

리테일 환경에 미치는 AR의 영향; 

실험연구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만족도

AR은 경험은 기술에 대한 만족감과 

제품구매의도를 향상시킴.

Hilken 

et al.(2017)

온라인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AR의 

잠재력; 실험연구

환경임베딩, 

물리적 통제성
구전의도, 
가치 지각

AR의 특성은 소비자의 온라인 서비스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함.

[표 2-1] 전략적 서비스 마케팅을 주제로 다룬 증강현실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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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주로 실재감, 물체와의 상호작용성, 가상객체 조작 용이

성, 향상된 정보 제공을 증강현실의 주요 특성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

으로, 증강현실의 특성 중 실재감, 정보 제공성, 사용 용이성은 주로 소

비자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매체를 수용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 주변 환경에 가상

객체가 접목되는 특성과 상호작용성은 소비자가 가상의 쇼핑경험을 즐기

고 만족하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과 구매의

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강현실 특성 중 가상물체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쇼핑경

험에 영향을 미치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Hilken et

al.(2017)의 제안을 바탕으로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증강현실의

주요 특성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정한 두 가지의 증강현실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환경임베딩(Environmental Embedding)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 환경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보완하거나

(Billinghurst & Kato, 2002) 텍스트, 위치정보,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을 활용하여 실재환경에 다양한 요소를 중첩 시킬 수 있다(FitzGerald

et al., 2013; Rogers et al., 2011). 증강현실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첩

현상으로 인한 객체의 현실감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에서 제품을 사용하

는 경험과 거의 동일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데(김성찬, 박승배,

2011), 이와 같은 현실감을 구체화시켜 정의한 특성이 바로 환경임베딩

(Environmental Embedding)이라 할 수 있다. 환경임베딩은 가상 컨텐츠

를 사람의 실제 환경과 시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 정의되며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한다(Hilke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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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온라인 매장에서 가상으로 제시된 제품을 현실적으로 시각화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제품을 시연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

변 환경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calas, 2004). 이에 Hilken et.

al(2017)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개인과 관련된 맥락(가상 선글라스와 메

이크업을 소비자 얼굴에 미리 시연하는 것, 소파를 거실에 배치해 보는

것 등)에 가상제품을 접목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

과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단축시킬 것이며,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Laroche et al., 2004).

패션분야에서의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세계를 모방하여 만든 컴퓨터 가

상공간 안에 아바타의 의상을 바꿔 대리만족을 느껴야만 했던 가상현실

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의

류 및 액세서리를 직접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현실감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소지인, 2015).

이처럼 소비자 주변 환경에 가상 제품을 접목시키는 증강현실의 특성은

구매 전 제품에 대한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만족스러운 쇼핑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증강현실 기술의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매체를 통하여 가상 제품을 사용자 주

변 환경에 접목시킬 때 발생하는 시각적 상호작용을 ‘환경임베딩’이라 정

의하고, 본 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

끌어 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물리적 통제성(Simulated Physical Control)

증강현실 기술은 기존 미디어 컨텐츠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의 움직임과 관심에 따라 가상의 콘

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Azuma et al.,

2001). 사용자는 가상의 컨텐츠와 현실세계가 결합된 상태에서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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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작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통제하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다(Hilken et al., 2017). 사용자가 제품을 물리적으로 조작 및 변화시

키는 행위는 즐거움의 형태로 변화하여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일으키고

고객이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Grohmann et al.,

2007). 또한 기술을 통하여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물리적 제어를 하는 행위는 온라인 서비스와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Rosa & Malter, 2003).

기존 증강현실 관련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컨텐츠를 조작하여 향상된

제품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상호작용성’이라 정의해왔다. 하

지만, 가상제품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은 증강현실이 아닌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지각할 수 있는 특성인 반면, 가상의 제품

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조작하여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물리적 움직

임과 유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은 증강현실 기술만이 가진 특별

한 특성이다. Hilken et al.(2017)은 이러한 증강현실의 특성을 ‘가상 물

리적 통제성’이라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Hilken et al.(2017)의 연구

를 착안하여 가상 물리적 통제성을 연구목적에 알맞게 재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해 주어진 가상제품을 물리적으로 이동 및 회

전시킬 수 있는 정도를 ‘물리적 통제성’라 정의하고, 물리적 통제성이 어

떠한 경로로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3. 증강현실 특성의 효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각된 증강현실의 특성이 소비자 감정과 행동 및 태

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riely(2000)는 제품과의 상호작용과 가상의 제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특성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색상, 모양, 기능 등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제품과의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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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정보를 더 알고 싶게 하는 욕

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Yim, Chu & Sauer(2017)의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하여 보다 향

상된 제품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매체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향상된 정보제공과 쇼핑경험

(Shopping Experience)은 매체 용이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제품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Bezjian-Avery,

Calder, & Iacobucci, 1998; Van Noort, Voorveld, & van Reijmersdal,

2012).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가상제품을 경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풍성한 제품경험을 제공하여(Dodgson 2005; Park et al. 2007)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Daugherty, Li, & Biocca, 2008), 소

비자가 보다 효과적인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im,

Chu & Sauer, 2017). Hilken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증강현실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전략은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와 같은 소비자 행동반응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종합적으로, 패션분야에서의 증강현실 기술은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제

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제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구전의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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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리적 소유감(Psychological Ownership)

1.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

해되고 있다. Pierce, Rubenfeld, & Morgan(1991)은 심리적 소유감을 ‘개

인이 소유의 대상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인식했으며,

Dirks, Cummings, & Pierce(1996)는 심리적 소유감을 “개인이 소유대상

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라 정의

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을 ‘기술을 통하여

개인이 특정 대상 또는 그 대상의 일부가 마치 그들의 것인 것처럼 느끼

는 상태’라 정의하고 있으며(Pierce and Jussila, 2011; Pierce, Kostova,

& Dirks, 2003, p.86), 소비자가 기술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

한 주된 요소임과 동시에(Kirk, Swain, James, 2015) 사용자와 긴밀하게

관련된 대상, 아이디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감정이라 언

급하였다(Pierce, Kostova, & Dirks, 2003).

최근 가상세계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연구자는 심리적 소유감 개념을 개인이 가상세계의 것으로부

터 소유감 혹은 소유욕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경험 및 현상이라고 정의

하였으며(Lee & Chen, 2011),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활발한 참여

는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심

리적 소유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밝혀내었다(Barki et al, 2008).

또한 사용자가 가상 환경을 통제하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 특정 가

상 물체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 그 물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높아

져 지속적으로 기술을 이용하게 되며(Asatryan & Oh, 2008), 자신을 가

상세계에 투입시킴으로써 가상의 물체들과 하나가 되어 그 물체에 대한

소유의 느낌을 갖게 된다고 제안하였다(Lee & C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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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학자들의 공통점은 심리적 소유감을 “공식적 보유, 합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소유대상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으며, 특별히 가상세계에서의 심리적 소유감을 “사용자가 가상

으로 제시된 물체에 자신을 투입시킴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소유의 느낌

을 갖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라 정의된 선행연구를 비추어 볼 때, 증강

현실에서의 심리적 소유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을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함으로

써 제시된 대상을 직접 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라 보았다.

2. 심리적 소유감의 선행요인

Pierce, Kostova, & Dirks(2003)에 따르면 소비자는 기술뿐 아니라 매

체를 통한 브랜드, 제품,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심리적 소유감을 느

낄 수 있으며,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은 대상을 통제하

는 것,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 대상을 자세히 알기 위해 시간과 노

력을 투자하는 것이다(Pierce, Kostova, & Dirks, 2003, p.92).

특히 심리적 소유감은 기술 사용자가 시스템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가장 크게 발휘되는데, 개인이 주도적으로 물체와 접촉할 때 대상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증가하게 되고 만약 직접적으로 만져볼 수 없다면

대상과의 접촉을 시각화하는 과정이 그 대리역할을 할 수 있다(Peck &

Shu, 2009). 또한, Peck & Shu(2009)는 특정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

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각된 소유감이 높아져 그 대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rk, Swain, & Gaskin(2015)은 소비자가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와 상

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증강현실의 특성인 가상의 객체가 주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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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접목되고 그 공간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점이 심리

적 소유감을 일으키는 주요인임을 시사하였다(Fei, Kryze, & Melle,

2012).

결과적으로 특정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지각하거나 대상을 주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

으며, 대상이 자신의 환경에 존재함을 지각하여 그 대상과의 시각 및 촉

각적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이 유발될 수 있다.

3. 심리적 소유감에 따른 보유효과

개인은 소유한 제품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유효과

(endowment effect)라 설명한다. 보유효과란 현재상태가 준거가 되어 재

화나 경험을 포기하게 될 때 이를 손실로 지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

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유감은 자신이 소유했다고 지각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유지 편향

을 발생시킨다(Kahneman & Thaler, 1991).

보유효과는 실제 소유를 통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 것이라는

상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Peck & Shu, 2009), 상황에 따라 실

제 소유보다 심리적 소유감에 의한 보유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김재휘, 박태희, 2014). 구체적으로 실제 소유의 경우는 소비자가 이득

과 손실을 실제로 경험한 반면, 가상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

자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지각될 수 있는 이점(특히 손실)의 시점과

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손실과 이득을 추상적으로 사고하게

되므로, 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낙관적 편향으로 인해서 손

실의 역할이 작아져 소유제품의 평가에 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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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듯, 구매 유무와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만으

로도 제품의 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되며(Kirk, Swain, & Gaskin, 2015),

물건에 대한 소유를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행위는 강한 보유효과를 일으

켜 제품가치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Peck & Shu, 2009).



- 20 -

제 3 절 몰입(flow)

1. 몰입의 개념 및 특성

Csikszentmihalyi(1975)은 몰입을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이라 정의하였으며, 난이도 있는

과제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맛보

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최적의 몰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몰입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개념적 정의에 있어

학자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소비자

행동론 관련 연구에서는 몰입을 대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개인의

정서적 애착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Mathieu & Zajac, 1990),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열망으로서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교환당사자의 믿음으로 정의되기도

한다(Chadwick & Thwaites, 2008). 여러 연구들의 공통적인 측면은 몰

입은 부정적 정서가 없는 즐거움,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 또는 행동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이 있고 도전과 기술 수

준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게 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한 완전한 집중,

과제의 자동적 수행, 자의식 상실, 시간감각의 왜곡, 통제감 등을 수반한

다(장상현, 계보경, 2007).

이러한 몰입의 개념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역으로도 확장되

었는데, Trevino & Webster(1992)는 몰입을 ‘어떤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을 재미있고, 탐사적인것으로 여기는 이용자의 인식’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가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감

을 인지하게 되면 그 상호작용에 몰입하게 되어 인지적 즐거움을 발견하

게 된다(Hoffman & Nova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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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입의 효과

몰입 경험은 온라인 연구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

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Novak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가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웹 사용에 대한 탐색적 행동이 증가할 뿐만 아

니라 시간왜곡 등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행동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고, 이시훈(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지속적인 이용의도

와 몰입 경험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며 몰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권영훈(2008)의 스마트폰 서비스 연구에서는 몰입이 재구매 의도, 서비

스평가 및 초과 지불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도, 광고

평가 및 재방문 의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탁

진영, 박원달, 2005). Pitchard, Harvitz, & Howard(1999) 역시 몰입의 효

과를 규명하였는데, 몰입은 고객의 심리적 애착과 충성을 일으키고 대상

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유도하거나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Gilliland & Bello, 2002). 이처럼 몰입은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최적의 경험 과정’이며 지속적인 이용

의도와 제시된 콘텐츠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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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품가치평가(Object Valuation)

1. 가치지각의 개념

가치(value)는 특정한 상황이나 즉각적 목표 이상의 최종적 존재에 이

르도록 하는 행동과 판단을 이끄는 지속적 신념이다(남수정, 2007). 이러

한 가치를 지각하는 것은 제품의 전체적인 우수성에 관해 지각된 소비자

의 판단이라 말할 수 있으며(Dodds & Monroe,198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지각한 소비자의 평가로 이어진다

(Zeithaml, 1988). 사실적이고 사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적인

사고보다는 사용결과, 즉 사용 후 제품이 주는 효익 및 긍정적 결과를

활성화 시켰을 경우 제품에 대한 가치지각이 더 높기 때문에(박현주,

2011),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품 가치지각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가치를 지각하는 것은 소비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영향요인이지만 제품가치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Peter & Olson(1990)은 가치를 소비자들이 달성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제품의 가치를 지각하

는 것은 자신이 제품구매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를 정신

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Zeithaml(1998)은 실증연구를 통

하여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용어로 가치를 표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제

품의 가치를 지각하는 것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지각하는 것이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품가치지각이란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지각하

는 혜택과 이러한 혜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희생에 대한 소비자

의 전반적인 평가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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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제품의 가치평가

의류제품의 가치란 받은 것과 준 것에 대한 지각에 바탕을 둔 의류제

품의 유용성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최대의 가격이므로(Wertenbroch &

Skiera, 2002), 제품가치평가는 제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가격(Willing to pay)’ 및 지불 의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서문식 외

(2015)는 의류제품 가치평가를 제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각된 제품

에 대한 감정 및 태도라 언급하며, 제품과의 상호작용 및 행동몰입은 제

품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평가할 때 제품에 관련되거나 또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원천으로부터 오

는 ‘느낌’에 기인을 하게 되는데(Bosmans, 2006),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소비자들의 감각적 체험 및 조작하는 등의 특정한 활동은 그들의 행동몰

입을 이끌어내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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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구 가설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각된 증강현실의 특성이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강현실 매체의 특성이 소비자가 패션제품의 가치

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강현실 특

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 이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의 설정

증강현실 기술은 사용자 주변에 가상 제품을 접목시켜 실시간으로 제

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며,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제

품을 조작 또는 커스트마이징(customizing)하면서 특정 제품과의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Brynjolfsson et al.,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

기반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조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뚜렷

한 제품의 모양, 색상, 기능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

음을 지각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낸다고 밝혔

다(Ariely, 2000). 증강현실 기반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가상제

품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쇼핑 서비스 품질(quality)을 높게 지각하

게 하고 제품을 조작하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반품율(Return rate)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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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기에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태도를 이끌어낸다(Hilke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

리적 통제성은 제시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가설 1-1. 지각된 환경임베딩은 제품가치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은 제품가치평가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제품을 마음대로 디자인 하는 행위는 심리적 소유감을 일으키는 선행

요인이며(Kirk & Swain, 2013), 특정 대상이 주변 환경에 존재함을 지각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상상

할 수 있게 한다(Javornik, 2016). 더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촉각을 이용한 제품조작 행위와 제품이 자신과 함께하

고 있다는 상상은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는 요인이며, 제품과 실제로 접

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Peck & Shu, 2009).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사실은 일반

적으로 보유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Thaler, 1980), 이 효과는 법적 소유

권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서도 발휘되어 소유물

에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킨다(Peck et al., 2013; Dommer &

Swaminathan, 2013). 따라서 제품을 주도적으로 조작하고 주변 환경에

제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심리적 소유감을 증대시키고, 그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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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경로에 따른 심

리적 소유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지각된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

향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2-1. 지각된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2-2.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은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은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세계에서 가상객체를 활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불가능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객체

를 조작해보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같이, 사용자

가 다감각에 의존한 방식을 통해 증강현실의 특성을 지각하게 되면 정보

에 대한 몰입이 증진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이해

력이 높아진다(김태민, 김태균, 2010). 또한 실재환경과 같은 공간개념을

투영한 3차원 가상 객체를 이용한 정보 제공은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정

보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

입과 성취감을 제공한다(김태민, 김태균, 2010). 따라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지원하는 증강현실 환경은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가

상객체를 통해 보다 향상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소비자는 가상 객체

와의 직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느껴 보다 긍정적인 제품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지각함으로 유발된 사

용자의 몰입 정도는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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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지각된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

향에 따른 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3-1. 지각된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몰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3-2.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은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은 몰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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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 및 가설을 바탕으로 증강현실의 특성인 환경임

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로 제품가치평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3-1]

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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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이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지각된 증강현실의 특성이 패션제품 가치평가에 미치

는 영향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 있게 이

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자극물을 이용

한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험 설계 및 자극물 선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의 구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시할 수

있는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먼저 사전실험을 진행하여 자극물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극물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증강현

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지각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류학과 대학원생 18명에게 직접 증강현실 어플리케이

션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한 후 증강현실 특성 지각정도를 측정하였다.

사전실험을 통하여 자극물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는 증강현실 어플리케

이션 경험이 소비자의 제품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통제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피험자는 실험실에 들어온

직후, 책상에 앉아 실험 참여 확인서와 실험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실험 설명서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기준에 부합한 간략한 연

구의 목적과 절차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험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먼저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통해 명확한 개념을 인식시키고 일반적인 개인 특성을 묻는 사전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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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사전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이 다운로드 된 스마트폰과 체험에 사용될 종이 스트랩을 준비하였다.

피험자가 사전설문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면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본 실

험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피험자 왼쪽 손목에 종이 스트랩을 채우고 책

상 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하도록 하였

다. 이 때, 체험시간 및 체험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체험하도록 하였고, 모든 실험은 피험자에 따라 약 15~25분가량 소요되

었다. 체험을 완료한 뒤 피험자는 본 설문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으로 1만원을 지급받았다.

2. 자극물 구성 및 예비조사

1) 자극물 선정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피험자의 행동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증강현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반적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인 시계가 피험자에게 제시될 제품으로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고, 이에 본 연구의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포멕스(FORMEX)’는 2017년 8월에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시계를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증강현실

패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및 배포하여 현재 소비자에게 활용되고 있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종이 스트랩(출처:

https://www.formexwatch.com)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3가지 종류의 시

계를 착용해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온라인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또한, 손목을 움직여 다양한 측면에서 시계를 관찰 할 수 있으며 제

품을 확대 및 축소함으로써 재질 및 디자인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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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증강현실을 잘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2].

[그림 3-2]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화면 및 체험 사진

2) 자극물 체험과정

자극물 체험 전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체험 절차를 간략하게 기입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제시된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

게 어플리케이션 체험에 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사전에

미리 작성한 실험진행 프로토콜(Protocol)을 기반으로 모든 실험은 동일

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션 어플리케이션의 구체

적인 체험 방법 및 절차는 [그림 3-3]과 같다.

(1) 연구자는 피험자 왼쪽 손목에 준비된 종이 스트랩을 채운다.

(2) 피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세 가지 종류의 시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 하단의 ‘TRY-ON’을 클릭한다.

(3)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된 뒤 손목 스트랩을 카메라로 비추어 가상

시계가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확인한다.

(4) 제품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는 기능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계를 자유롭게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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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가지의 시계 스트랩 옵션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어 본다.

(6) ① 시계가 마음에 드는 경우, (2)번의 화면으로 돌아가 ‘SHOP’을

클릭하여 온라인 구매를 진행한다.

②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구매연기를 위한 사진을 찍어

시계착용 모습을 저장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체험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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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3-3]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체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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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N 평균(M) 표준편차(SD)

환경임베딩
남자 7 4.90 0.99

여자 11 5.40 1.00

t(p) =-1.015

물리적 통제성
남자 7 4.64 1.31

여자 11 5.01 1.25

t(p) = -.505

3) 자극물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실험자극물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두 가지의 증강현

실 특성을 지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문항에 대한 이해도 점검

을 위하여 의류학과 대학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 모두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한 후에 자극

물과 설문문항을 검토하게 하였으며, 이 때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과 방

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환경임베딩 경우에는 t=-1.015, p= .980의

값을 나타내어 성별 간 증강현실 특성지각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으며, 물리적 통제성 또한 t=-.505, p=.686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극물을 통한 증강현실 특성 지각정도를 분석한 결과, 환경임베

딩과 물리적 통제성 모두 평균 4.5점 이상의 지각도가 도출되어 본 실험

에서 사용될 자극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1]

과 같다.

[표 3-1] 자극물 검증 결과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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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문항의 구성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극물을 제외하고 6 부분으로 이

루어졌으며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

성, 증강현실 사용 경험, 증강현실의 특성, 심리적 소유감, 몰입, 제품가

치평가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제품가치평가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설문지의 세부문항과 내용, 측정방법은 아내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문항 구성

경로 측정내용 문항 수 측정방법

Ⅰ 인구통계학적 측성 4 개방형, 선다형

Ⅱ 증강현실 사용경험 3 개방형, 선다형

Ⅲ
증강현실 특성

(환경임베딩, 물리적 통제성)
5 7점 리커트 척도

Ⅳ 심리적 소유감 4 7점 리커트 척도

Ⅴ 몰입 4 7점 리커트 척도

Ⅵ 제품가치평가 1 7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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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에

대하여 선다형식과 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증강현실 사용 현황

증강현실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증강현실 매체 사용경험

의 유무, 증강현실 사용 횟수, 증강현실 매체 사용경로에 대하여 기술형

식과 선다형 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증강현실 사용 현황 결과는 추

후 증강현실의 상용화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증강현실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의 두 가지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

성의 측정도구로 Hilken et al.(2017), Huang & Hsu(2014), Peck,

Barger, & Webb(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① 환경임베딩

먼저 증강현실 매체 특성 중 환경임베딩을 측정하기 위해 Huang &

Hsu(2014)의 척도를 바탕으로 Hilken et al.(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3문항으로 [표 3-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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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환경임베딩

시계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Huang & 

Hsu (2014),

Hilken et al. 

(2017)

시계가 손목에 채워진 느낌을 받았다.

내가 시계를 착용 했을 때, 착용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물리적 

통제성

시계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한다.
Peck et al. 

(2013), 

Hilken et al. 

(2017)
손목에 찬 시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표 3-3] 환경임베딩 측정문항 및 출처

② 물리적 통제성

물리적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eck, Barger, & Webb(2013)과

Hilken et al.(2017)의 연구에서 물리적 통제성 척도로 사용한 문항 중

동일한 맥락의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

종 사용된 문항들은 [표 3-4]에 제시하였다.

[표 3-4] 물리적 통제성 측정문항 및 출처

4) 심리적 소유감

실험 참여자가 증강현실 특성을 지각함에 따라 제시된 가상제품에 대

한 심리적 소유감이 발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심리적 소유감은 P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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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심리적

소유감

이 시계가 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Peck & Shu 

(2009),

Bernadette 

& Silvia 

(2017)

내가 이 시계를 가진 것 같았다.

시계가 마치 내 물건인 것 같았다.

내가 실제로 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느
낌일지 알 수 있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몰입

화면 속에 몰입되었다.

류지헌, 

류승범

(2016; 2017)

화면에 나타난 장면에 대하여 몰입감을 느꼈다.

제시된 시계의 시각적인 요인이 나를 몰두하게 
만들었다.

제시된 화면은 나의 감각을 사로잡은 것 같았다.

Shu(2009)의 척도를 바탕으로 Bernadette & Silvia(2015)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5].

[표 3-5] 심리적 소유감 측정문항 및 출처

5) 몰입

몰입의 측정 항목은 류지헌, 류승범(2016; 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

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 몰입 측정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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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가치평가

패션제품 가치 평가에 관한 문항은 서문식, 유제은, 노태석(2015)에서

사용한 제품가치평가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증강현

실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한 이후에 “증강현실 기술로 제시된 제품에 대해

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

점-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7점-높이 부여할 것이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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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실험을 통한 자료수집에 있어 피험자 선정 과정, 자료수

집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92.4%가 스마트폰

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GO’를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연령대는 20~30대(48.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와이즈

앱, 2017).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30대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에 거주하는 남녀소비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주변 환경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7

일까지 4일 동안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험자 대면 실험 및 설문

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되었다.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내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부착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실험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설정한 실험 일정을 참고하여 원하

는 시간대를 선택하였고 각 시간대 당 한 명의 참여자를 배치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응답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

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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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증강현실 사용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탐색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시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연구가설

의 방향성을 검증하였으며, 연구문제 1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

하여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시된 제품의 가

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검증하

기 위해서는 Preacher & Hayes(2004; 2008), Hayes et al.(2010; 2011;

2013)이 제안한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한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

하여 증강현실 특성과 제품가치평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 사

이에 순차적인 이중매개경로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여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한 부트스트랩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고,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순

차적 매개경로 및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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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3에 관련

하여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

감과 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도구 검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100부 응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응답자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51명(51%), 여성이 49명

(49%)로 두 성별 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18세부터

33세까지로, 20대가 78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

은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 60명(60%), 대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이 40

명(40%)의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학생이 93명(93%)으로 가장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 43 -

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51 51%

여성 49 49%

나이

10대 9 9%

20대 78 78%

30대 13 13%

학력
대학교 재학 60 60%

대학교 졸업 이상 40 40%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00

2. 연구대상의 증강현실 매체 사용현황

연구대상자의 증강현실 매체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4-2], 최근

3개월 간 증강현실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68명(68%)으로, 과

반수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과거 증강현실 관련 선행연구(배승빈, 2014;

소지인, 2013)에서 증강현실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연구마다

24.1%와 36.7%를 차지했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증강현실 기술

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증강현실 매체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3

개월 간 증강현실 매체 사용 개수를 조사한 결과, 1-2개(93%)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용경로는 포켓몬고(50%),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3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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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증강현실 매체 
사용 경험(유/무)

있다 68 68%

없다 32 32%

사용 개수
1-2개 63 93%

3-4개 5 7%

사용 경로

게임(포켓몬 고) 50 50%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34 34%

기타 16 16%

[표 4-2] 표본의 증강현실 기술 사용현황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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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환경임베딩

시계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897

2.301 76.693 .842
시계가 손목에 채워진 느낌을 

받았다.
.873

내가 시계를 착용 했을 때, 착

용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856

3.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도출하고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다.

환경임베딩을 구성하는 세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

의 공유치가 .70 이상, 요인부하량이 .8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76.693%를 차지하고 있

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2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

였다 [표 4-3].

[표 4-3] 환경임베딩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 46 -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물리적 

통제성

시계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한다.
.856

1.465 73.272 .622
손목에 찬 시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856

물리적 통제성을 구성하는 두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

항의 공유치가 .70 이상, 요인부하량이 .8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

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73.2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성

이 확인되었다 [표 4-4].

[표 4-4] 물리적 통제성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심리적 소유감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90 이상,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

는 총 분산은 82.4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7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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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심리적

소유감

이 시계가 내 것이라는 느낌
을 받았다.

.958

3.294 82.360 .926

내가 이 시계를 가진 것 같았
다.

.948

시계가 마치 내 물건인 것 같
았다.

.946

내가 실제로 이 시계를 가지
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알 
수 있다.

.763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몰입

화면 속에 몰입되었다. .956

3.477 86.923 .949

화면에 나타난 장면에 대하여 

몰입감을 느꼈다.
.943

제시된 시계의 시각적인 요인

이 나를 몰두하게 만들었다.
.927

제시된 화면은 나의 감각을 

사로잡은 것 같았다.
.904

[표 4-5] 심리적 소유감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몰입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4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

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70 이상, 요인부하량이 .80 이상의 값

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82.9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6으로 나타

나 매우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표 4-6].

[표 4-6] 몰입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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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환경

임베딩
물리적 
통제성

심리적 
소유감

몰입
제품

가치평가

환경임베딩

물리적통제성 .517***

심리적 소유감 .709*** .551***

몰입 .719*** .446*** .608***

제품가치평가 .389*** .367*** .595*** .540***

평균(M) 4.93 5.30 4.29 5.21 4.97

표준편차(SD) 1.25 1.08 1.36 1.28 1.06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70~.80이상)로 인하여 잘못된 추정치를 가져올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한 결과,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 간

상관관계가 .517로 도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증강현실의 특성 변인, 심리적 소유감, 몰입, 제품가치평가 간에

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일치되는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상관계

수 및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7].

[표 4-7]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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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β t 유의확률 R R² F값

환경임베딩 .272 2.535 .038
.434 .189 11.164***

물리적 통제성 .226 2.104 .013

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수립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확인하는 분석과정에 대

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증강현실의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그 다음 연구문제 2,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증강현실의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두

가지의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연구문제 2, 3의 경우,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증강현실의 특

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과 1-2의 검증을 위해,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독립변수로, 제품가치평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제품가치평가에 대한 증강현실 특성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p<.05, 종속변수: 제품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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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는 모

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사용

자가 지각하는 환경임베딩 특성은 제품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β=.272, p=.038), 연구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또한, 사

용자가 지각하는 물리적 통제성 역시 제품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226, p=.013), 연구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즉,

증강현실로 제시된 패션제품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접목되어 있음을 높

게 지각하거나 가상의 제품을 물리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을 높게 지각할

수록 제시된 패션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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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매개경로

연구문제 2, 3의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Baron and Kenny(1986) 또는 Sobel(1982)이 제안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

으나, 표본 수가 작거나 표본의 분포가 비대칭적인 경우, 다중매개나 이

중매개 등 보다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한계점

을 가진다(Bauer, Preacher, & Gil, 2006; Hayes, 2013; 이형권, 2016; 허

원무, 2013).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개하

는 변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면 두 효과는 서로 상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효과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에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해 기존 방

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경로 모형에 대해 정교

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론으로써 매크로 기반 프로그램인 Process(Hayes,

2013)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구동모, 2013).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모형에서 단순매개효과(X -> M1 -> Y)를 검증

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X)에서 매개변수(M1)로 이어지

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a와 매개변수(M1)에서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효과계수인 b를 곱하여 산출되는 값인 간접효과의 계수 ab의 유의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증강현실의 특성에서 제품가치평가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c’는 제안된 모형이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

인지 매개의 유형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ab와 c’를 더한 값인 C는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대한 총효과, 즉 제안된 모형의 총 효과를 의

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단순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odel 4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

였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

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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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cher & Hayes, 2004; 구동모, 2013).

[그림 4-1] 단순매개모형

1)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매개경로

지각된 환경임베딩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경로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고, 그 다음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재분석한다.

①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2-1의 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

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 신뢰구간 내에서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영가

설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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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해 Sobel Test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유의

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심

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 계수는 .3887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CI=.2360 ~ .5647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자

신의 주변 환경에 가상물체가 접목되었음을 일지하게 될수록 제품에 대

한 심리적 소유감으로 인해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서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심리적 소유감의 완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환경임

베딩의 직접효과 계수는 -.0678의 값을 보였으며, 직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2511 ~ ULCI=.1356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즉,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경로를 고려

할 경우에는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주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

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강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에 의한 결과이

며, 증강현실 매체 사용 시 소비자의 긍정적인 제품가치평가를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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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
(axb) 총효과 매개 

유형a b c’

.77*** .51*** -.05
.39***

[.2360, .5647]
.34 완전매개

[그림 4-2] 환경임베딩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9]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② 몰입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2-2의 검증을 위해,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몰입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몰입의 간접

효과 계수는 .3332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CI=.2055 ~ .2102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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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증강현실 매체 사용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가상제품이 접목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면 기술에 보

다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서 환경임베딩 특성이 제품가치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

치는 직접효과 계수는 -.0023의 값을 보였으며, 직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2055 ~ ULCI=.2102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었으므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즉, 몰입의 간접경로

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환경임베딩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효

과(Conditional direct effect)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환경임

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 강력한 몰입의 매개효과로

나타난 결과이며,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몰

입의 매개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림 4-3] 환경임베딩이 몰입을 매개하여 제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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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
(axb)

총효과 매개 
유형a b c’

.73*** .46*** .00
.34***

[.2055, .2102]
.34 완전매개

[표 4-10] 몰입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1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③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이중매개효과

Miller(1997)는 제품품질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긍정적인 제품정보는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시켜(Ariely et al., 2005) 제품과 지속적으로 관계

를 유지하려는 행동의지인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여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시사하였다. 또한 심리적 소유감은 대상

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이며(장지예, 2005), 콘텐

츠에 대한 심적 소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몰입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정동훈, 2017). 선행연구를 통하여 심리

적 소유감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또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 간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에 연구자는 두 매개변인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판단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함께 매

개변수로 투입한 모형으로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복수의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모형에

서 이중매개효과(Double mediation: X -> M1 -> M2 -> Y)를 검증하

기 위하여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을 독립 변수(X), 심리적 소유감

과 몰입을 2개의 매개변수(M1, M2), 제품가치평가를 종속변수(Y)로 설

정하여 3단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Process Model 6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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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환경임베딩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제품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모형의 간접효과 계수는 .0735의 값을 보였

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CI= .0265 ~ .1657로 나타나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Effect=.0735). 이는 증강현실 매체로부터 지각된 환경임베딩

특성으로 유발된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지게 되어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riely et. al., 2005; Miller, 1997)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심리적 소유감이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이론적 틀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4] 환경임베딩 효과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순차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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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경로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경로모형

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

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

입하여 재분석하였다.

①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1의 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

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증강현실 매체 특성 중 물리적 통제성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가치 평가로 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3102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CI=.1891 ~ .4705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제시된 제품을 물리적으로 조작

하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은 제시된 제품을 실제로 만지고 있다는 감정을

유발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물리적 통제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어, 심리적 소유감의 완전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 계수는 -.0578의 값을 보였으며, 직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구

간이 LLCI=-.1359 ~ ULCI=.2450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었으

므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경로를 고려

할 경우에는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주효과(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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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
(axb) 총효과

매개 
유형a b c’

.70*** .45*** -.06
.32***

[.1891, .4705]
.37 완전매개

direct effect)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

치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강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로 인한

결과이며, 환경임베딩 경우와 같이 증강현실로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평

가하는데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해주는 결과이다.

[그림 4-5] 물리적 통제성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1]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2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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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몰입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2의 검증을 위해,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증강현실 매체 특성 중 물리적 통

제성이 몰입을 매개하여 제품가치 평가로 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

는 .2069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CI=.1174 ~

.3236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몰입의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증강현실 어플리케이

션의 물리적 속성을 조작함에 있어서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상황으로 인해 기술과 제품에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서의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통제성은 제품가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통제

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효과 계수는 -.0023의 값을 보였으며,

직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0259 ~ ULCI=.3417으로 나타

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었으므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

었다. 즉, 몰입의 간접효과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

치평가에 미치는 조건부 주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가 사라진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보다 강한 몰입의 매개효과로 나타난 결과이며, 증강현실 사용 시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몰입의 매개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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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
(axb) 총효과 매개 

유형a b c’

.53*** .39*** -.16
.21***

[.1174, .3236]
.37 완전매개

[그림 4-6] 물리적 통제성이 몰입을 매개하여 제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2] 몰입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2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 안의 값은 LLCI, ULCI

③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이중매개효과

환경임베딩 특성과 같이 물리적 통제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적 소

유감과 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통제성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제품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모형의 간접효과 계수는 .0845의 값을 보

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CI= .0074 ~ .1846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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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통제성의 경우 이중매개분석 시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몰입의 개별 매개효과가 사라지는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통제성의 경우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가

몰입의 매개효과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

며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지 않고는 제품가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물리적 통제성 효과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순차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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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학문적 및 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한다.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리테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리테일러와

마케터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리테일러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제시 방식 및 환경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증강현실 기술과 같은 신기술 매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의 특성 지각이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로 한 소비자 가치평가에 대한 효과를 측정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 모두 5% 수준에서 제품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증강현실 매체 사용 시 소비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가상제품이 시각적으로 접목됨을 인지하거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가상의

제품을 조작하고 있음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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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하

여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을

매개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 소비자가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

을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소유감 또는 몰입감을 느끼게 되어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소유감과 몰

입의 간접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환경임베딩과 물

리적 통제성의 주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

타났으며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완전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매

개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시된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간접경로를 고려하게 되면 매개변인의 강한 영

향력과 설명력으로 인해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증강현실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

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몰입은 심리적 소유감의 결과 행동이며, 심리적

소유감은 대상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Vandewalle, VanDyne & Kostova, 1995;

장지예, 2005). 한편, 이중매개 분석 시 물리적 통제성의 경우 반드시 심

리적 소유감을 통해서만 제품가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증강현실 기술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는 심리

적 소유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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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결과

1-1
지각된 환경임베딩은 제품가치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2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은 제품가치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1
지각된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2-2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3-1
지각된 환경임베딩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몰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3-2
지각된 물리적 통제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몰입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표 5-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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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각된 증강현실 특성이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증강현실의 두 가지 주요한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

리적 통제성이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최근 리테일 분야에서의 증강현실 활용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

워지면서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증

강현실 기술 수용성 또는 엔터테이먼트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소비자의 즐거운 쇼핑경험과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증강현실 특성에 주목하여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검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소비자의 긍정적인 제품가치평가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체험과 관련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제품과 가장 유사한 고품질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

별하고 고해상도 스크린의 스마트폰으로 가상제품을 제시하여 연구 결과

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피험자가 직접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상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제품과 유사

한 3D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는 증강현실 매체를 선별하여 피험자가 증

강현실 매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반응과 증강현실 특성의 영향력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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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증강현실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심리적 소유감의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연

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리적 소유감으로 인한 보유효과에 주목하여 증

강현실 특성과 제품가치평가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이 강한 영향

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심

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순차적 이중매개경로를 확인하여 심리적 소유감은

몰입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려는 패션 업계에 제

안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증강현실 매체 활용 시 단순히 보여주는 콘텐츠가 아니

라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고 사용자의 체형, 얼굴

등 가상제품이 접목되어야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개

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증강현실의 특성인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시된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연구결

과에 따라 사용자가 증강현실의 특성을 보다 높게 지각할 수 있는 기술

설계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은 증강현실 사용자들의 심리적 소유감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심리적 소유감

을 느껴 몰입의 단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 제품을 착용하

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서 실제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가상제품을 제시하고 제품의 내부

및 질감까지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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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소유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전략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장 방문객이 자유롭고 적극적이게 제품을 착용해

볼 수 있는 매장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장 내 판매원이 소비자

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을 착용해 볼 것을 권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리테일러는 한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 다양한 제품구색과 기술

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제품을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제

품제시 방식에 지루함을 느꼈던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자들

이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점포 구성 및 온라인 서비스 기획 전략을 수립

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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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써 증강현실의 특성이 제품가치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심리적 소유감과 몰입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지를 실시한 관계로, 전

체적인 표본의 수와 연령대, 남녀 성별의 비율 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보다 일반

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물리적 통제성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던

점과 종속변수인 제품가치평가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에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 물리적 통제성과 제품가치평가 변인을 다룰

연구에서는 두 변수들의 설문문항을 보강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

은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특성으로 환경임베딩과 물리적 통제성

이라는 특성변인을 사용하였기에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피험자가 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인의 수준을 조작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운 한계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상업화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모든 피험자가 한 가지의 자극물만을

사용하여 증강현실의 특성을 지각하는 수준만을 보는 것에 그쳤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실제 연구에서 다루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정

확히 지각할 수 있도록 자극물을 조작하여, 그 수준이 소비자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이라는 제약적인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과 중요성을 밝혀내었지만,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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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존 심리적 소유감 관련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 판단

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예: 피팅룸에서 제품을 착용해

보는 경우)과 실험집단(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제품을 착용해 보는 경우)

을 구분 설계하여, 두 집단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차이점을 연구한다

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넷째,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증강현실 매체의 특성을 다양한 시각과 방향에서 접근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특성 외에 증

강현실 기술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찾고,

각 특성들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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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용 및 동의서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증강현실 특성이 패션제품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소유감

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연구 책임자명 : 송효경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02-880-8769)

이 연구는 증강현실을 통한 패션제품 제시가 소비자 태도 및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20-30대의 남성 혹은 

여성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송효경 연구원 (010-3585-4693)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

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증강현실 기술 경험과 설문지를 통해, 증강현실을 통한 패션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감정과 제품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0~30대의 남녀 소비자 160~200여 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2동 201호에서 진행되며, 증강현실 사용 경험 

후 이루어질 설문지 작성을 통한 참여자의 응답이 수집될 것입니다.

설문지 문항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적 소유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Peck & shu(2009)를 참고하여 사용한

다. 측정 문항은 총 3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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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제품 가치 평가에 관한 문항은 서문식, 유제은 & 노태석(2015)에서 사용한 

가치평가 관련 측정 문항을 사용할 것이다. 가치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

게 되는 최대의 가격이므로(Wertenbroch and Skiera2002), 제품 가치평가의 측

정은 제시된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 가격(WTP :Willingness to 

Pay)’으로 측정한다. 

이에, 연구대상자들은 증강현실 어플을 통해 제시된 패션 제품을 경험해 본 이후에 

그 제품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7점 척도(1점-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7점-높이 부여할 것이다)와 제품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만원 

단위로 측정한다.

3) 개인의 패션관여도와 혁신성에 따라 증강현실 매체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패션관여도(황진숙, 2013)와 혁신성(Rogers, 2003; Lin, 1998; 

유재미 외, 2006)을 측정할 것이다. 패션 관여도 문항은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혁신성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먼저, 10분 정도 귀하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귀하의 일반적인 사고방

식에 대한 설문이 진행 됩니다. 

2) 귀하는 연구자가 준비한 아이패드를 통하여 패션제품(시계)를 제시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체험하게 됩니다.

3) 체험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4) 증강현실을 체험한 뒤, 해당 기술을 통해 느끼는 감정 및 태도에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30~4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작성한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설문지에 응답된 개인의 이름, 주

소, 연락처 등 개인신상 관련 응답은 코딩 과정에서 응답자 별로 코드 (예,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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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함으로써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

공하는 정보는 증강현실 기술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

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송효경 연구원 (010-3585-4693)입니다. 저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

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에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연구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패션마케

팅연구실 송효경 연구원의 잠금 장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최소 5년 이상 보관될 것이며, 

연구 참여 모집 시에 참여 일시와 장소 확인 및 공지 목적을 위해 기록된 참여자의 개인식

별정보(이름과 전화번호)는 수집목적 달성 후 바로 폐기될 것입니다.

만약, 설문 도중 연구의 참여를 중지하기 원하는 피험자들은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며, 

중도 탈락 시 이미 작성한 데이터는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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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1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

십시오.

이름: 송효경        전화번호: 010-3585-4693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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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

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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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에서 사용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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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ugmented

Reality on Fashion Product

Valuation

Hyo Kyung Song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mented reality (AR)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10 most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will drive the future (Gartner, 2009), and

is believed to create added values in terms of improved convenience,

experience, sympathy and so forth, in connection with a variety of

industries (Jeong, 2010). Recently, Apple has released ‘AR Core’, a

platform for development of AR contents. Moreover, applications of

AR have now expanded to reach the field of fashion retail as it can

facilitate interactions with virtual products, provide consumers new

values and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shortening

decision-making process for purchase.

So far, researchers have focused on AR’s effect o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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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and attitude change (Hung & Huang, 2017; Javornik, 2016b;

Kim & Forsythe, 2008a), but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that look into through which psychological mechanism the technology

of AR can lead to positive attitude among consumers. In addition, the

effect of fashion product display using AR on consumers’ product

evalu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has been verified, yet.

As such,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the AR-based product

display from regular service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it influences

consumers’ product evalu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

consumer survey using experimental method.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survey after experiencing an AR application

developed by a Swiss watch brand called FORMEX. In order to test

whether the stimulus was selected appropriately for the experiment, a

preliminary experiment was carried out on 18 consumers in their

20-30s and it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stimul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examination of the main effect of environmental embedding and

physical control, the two characteristics of AR, on product valuation

showed that both of them can make positive effect on product

valuation at 5% significance level.

Second, this study analyzed how environmental embedding and

physical control influence product valuation by mediating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onsumers who perceive environmental embedding and physical

control more, they are more likely to feel psychological ownership or

immersion, thereby giving a more favorable evaluation to a product.

When indirect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we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AR’s

characteristics on product valuation disappeared, confirming the full

mediation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It mean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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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may lead to greater evaluation

on a given product when the mediation course is not considered, the

impact of environmental embedding and physical control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by strong effect and explanatory power of

mediating variables if the indirect course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come into play.

Finally,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can bring about consecutive dual mediation for the effect of

environmental embedding and physical control on product valuation.

An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impact of AR’s characteristics

on product valuation is mediated consecutively by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This finding corresponds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at immersion is a behavioral outcome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psychological ownership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satisfaction with and immersion into an object

(Vandewalle, VanDyne & Kostova, 1995; J.Y. Jang, 2005).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easured consumer responses

in real time by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AR application and

confirmed a mechanism wher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mmer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s characteristics and

product valuat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are expected to

help companies, which desire to develop an AR-based fashion

application and, therefore, are in need of empirical analysis, design an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keywords : Augmented Reality, Fashion and Technology,

Product Valuation, Psychological Ownership

Student Number : 2016-2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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