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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신 기술이 리테일 환경에 도입되어 소비자의 제품 경험을 풍

부하게 하며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움에 따라, 기술이 적용된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은 소비자가 위치한 환경에 실시간으로 가상의 

콘텐츠를 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체

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

로 도울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패션 산업에도 온라인 및 오

프라인에 걸쳐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며, 제품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증강현실이 도입된 리테일 환경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패션 맥락에서의 증

강현실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증강현실 기술의 가치들을 병

렬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이 적용된 쇼핑 환

경의 맥락에서 제품 정보의 유형이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강현실이 소비

자의 정보 획득과 평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이 도입된 리테일 환경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

적 반응의 경로를 거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

품의 속성은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의 감정, 선택,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착용 상황에서 

제공하는 제품 속성 정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패션 제품 속성 정보

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실재감과 패션 제품 속성 정보가 각각 심상과 정

보충족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실재감, 제품 속성 정보가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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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발

견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혁신성

에 따라 증강현실 실재감의 효과에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

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험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

사를 바탕으로 패션 제품을 가상 착용해볼 수 있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할 자극물로 운동화 제품을 최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측정에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이 익숙한 환경에서 본인의 모바일 기기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운동화 제품을 체험한 뒤, 설문에 응답하였다. 실험 및 설문조사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주 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

외하고 93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는 SPSS 24.0 프로

그램과 Mplus 7.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응답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재감은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제품 속성 정보 유형 중 쾌락적 속성 정보보다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

받을 때 소비자들은 더 심상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른 정보충족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

로, 심상과 정보충족성은 각각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실재감은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

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재감은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품 속성 정보는 심

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할 때 심상이 높

아지는 것은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마지막으로, 실재감이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소

비자의 기술혁신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을 탐색하는 상황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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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증강현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실재감과 증강현

실의 맥락에서의 제품 속성 정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

로를 확인함으로써, 증강현실이 도입된 판매 환경에서 효과적인 제품 경

험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소비자 반응과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자들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증강현실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에 병합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를 통합

적으로 고찰하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

강현실 마케팅을 수행한다면 소비자에게 더 높은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

리적 소유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

자가 패션 제품 및 브랜드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적 구현의 한계로 인해 제품 속성 정보를 시나리

오로 제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제품 속성 정보를 증강현실에 직접 

구현한다면 소비자의 반응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증강현실로 

제품을 체험하도록 하여 타당성을 높인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나, 후속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장소와 맥락을 고려한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더욱 통합적인 관점의 연구로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증강현실, 실재감, 제품 속성 정보, 제품 평가, 심상, 

정보충족성, 심리적 소유감 

학   번 : 2018-2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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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강현실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며 소

비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증강현실 기술은 모바일 기

기에 구현되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쉬운 새로운 기술로서, 쇼핑 외에

도 소셜 네트워크,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차

별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Lee, 2017). 패션 산업에도 온라인 및 오프

라인에 걸쳐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아마존은 최근 스마

트 미러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으며, 레베카 밍코프, 버버리 등의 브랜드

는 오프라인 소매 상점에 가상 피팅룸을 도입하여 이를 판매 보조 장치

로서 활용하고 있다(Beck & Crie, 2016). 

또한 아이웨어, 시계, 모자 등 패션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소

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며, 제품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증강현실이 주로 리테일 

매장 내 기술로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몰입감 있는 제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

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Hilken et al., 2017; Poncin & Mimoun, 

2014; Yim et al., 2017). 이에 따라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의 가상 착용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제품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패션 제품의 사진이나 제품을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보고 제품의 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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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증강현실에서는 소비자의 신체부위에 가

상의 제품 콘텐츠가 융합되어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

습을 직접 보여준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착용했을 때의 모습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콘텐츠와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으로 제품 및 브랜드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Scholz & Duffy, 2018). 

이와 같이 제품 탐색 과정에서 증강 현실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한 판매 환경에서의 소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의 제품 및 브랜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이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증강현실이 제품 탐

색에 활용되어 소비자들에게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리테일 환경에서 제품을 제시하는 방식은 의류 제품과 

같이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는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Yoo & Kim, 2014)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증강현실에 관한 마케팅 연구는 주로 증강현실의 기술적 

특성이나 증강현실이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에서의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소비자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제품을 착용해볼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의 유용성 등의 실용적 가치

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Hilken et al., 2017; Rauschnabel 

et al., 2017; Yim et al., 2017). 즉, 패션 맥락에서의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증강현실 기술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병렬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증강현실이 소

비자의 정보 획득과 평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

는 만큼, 해당 기술의 주요 특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 반응의 경로를 거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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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강현실이 적용된 쇼핑 환경의 맥락에서 제품 정보의 유형

이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

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의 속성은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의 감정, 선택,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박세훈, 2005) 증

강현실을 통한 제품 착용 상황에서 제공하는 제품 속성 정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강현실은 시각적 정

보를 포함한 감각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기 

때문에(Suh & Prophet, 2018), 이러한 매체 환경에 제품 정보가 결합

됨에 따라 소비자의 쇼핑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정보 획득 과정에서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

자 반응으로서의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 기반한 패션 제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구성할 때 어떠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지, 또한 어떤 소

비자의 심리적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제품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 2 절  연구의 목적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와 같이, 증강현실에서도 제품을 제시하는 

방식과 기술적 특성은 소비자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쇼핑 경험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증강현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

의 심리적 반응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

다. 또한 이 경로에서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이 가지는 매개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혁신성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증강현실에서 제공되는 패션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소비

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소비

자의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증

강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의 기술적 특성과 함께 증강현실 서비스에서 제

품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제언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증강현실을 통해 패션 제품을 가상착용하는 경험에서 형성

된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반응의 순차적 매개효과

를 확인하여 증강현실 서비스의 구성요소가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반응

의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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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혁신성에 따라 실재감의 효과에 변화

가 생기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 성향의 영향

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

여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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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증강현실, 실재감, 제품 속성 정보 유

형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하여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

와 가설,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연구 설계와 절차, 자극물 선정과 예비조사, 

구체적인 설문지 문항 구성 등을 제시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한다.

제 4 장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는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대상 설정, 

구체적인 항목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분석 과정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한다.

제 5 장 연구결과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 측정도구, 자극물 조작,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와 가설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 6 장 결론 및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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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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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증강현실

1. 증강현실의 개념과 현황

증강현실이란 실제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공존하는 혼합 현실

로, 많은 양의 감각적인 정보를 높은 품질로 제공하는 몰입형 기술을 의

미한다(Azuma et al., 2001). Milgram & Kishino(1994)에 따르면, 현

실-가상 연속체(reality-virtuality continuum)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

실은 모두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혼합현실(mixed reality)의 범주에 속

하며 실제의 사물과 가상의 사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

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사용자들이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가상 세계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탐구

하게 하는 반면, 증강현실은 실제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병합한 형식

이라는 점에서 다르다(Brengman et al., 2019). 즉, 증강현실 기술은 컴

퓨터를 통해 구현된 가상의 사물이 실제 환경에 혼합되어 위치하게 되는 

형식으로 구현되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3차원이 구현되면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성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함께 주로 교육,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의

료 등의 영역에 사용되어 학습경험을 향상시키거나 창의성, 몰입을 증가

시키고 공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Suh & Prophet, 

2018). 증강현실 기술은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점차 대중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했으며, 페이스 필터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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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친근해지기 시작했다. 초기의 증강현실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인위적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증강현실 콘텐츠는 더욱 사

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소셜네트워크, 

쇼핑 등에서 소비자의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매체로서의 잠재성이 

부각되고 있다(Lee, 2017). 

증강현실은 패션 리테일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제품을 착용했을 때

의 모습을 보거나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와 혜택을 제공

하기 시작했다. 패션 잡화 및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제품을 가상 착용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이는 

매장에 방문하거나 기존에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사진으로 제공되던 패션 

제품 제시방식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제품을 재미있고 유용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라, 유니클로 등

의 오프라인 패션 매장에서는 제품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오락적 요소

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에 증강현실 기술이 이용되어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이용된 바 있다(김혜경 외., 2020). 아마존은 

2018년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미러에 대

한 특허를 취득하여 제품 착용 및 구매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술을 적

극 도입할 것을 발표했으며,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소매 상

점에 가상 피팅룸, 가상 센터, 가상 에이전트 등의 형태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판매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활용하고 있다(Beck & Crie, 

2016). 

패션 제품 이외에도 증강현실은 제품을 현실 공간이나 신체 부위

에 가상으로 위치 또는 착용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마케팅 도구로서 사

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웨덴의 가구 유통업체인 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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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는 실제 공간을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여 공간의 크기와 비율에 

따라 제품을 가상으로 위치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포라(Sephora)와 로레알(L'Oreal) 등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는 소비자들이 가상으로 메이크업을 하여 자신과 어울리는 화장법 및 제

품을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을 도입한 성공적인 판매 

촉진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증강현실 기술은 소비자와 직

접 만나는 판매 환경에서 실용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적용 전략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증강현실의 특성과 효과

증강현실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환경에 적용되어 제품 시연, 판매 

촉진, 브랜드 경험 향상 등의 목적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마케팅 도구로 

주목받음에 따라,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리테일 환경에서의 소비자 반

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모습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어플

리케이션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 왔다. 기술수용이론의 관점에서의 증강현

실 매체에 대한 수용 의도 연구에서 소비자는 인지된 유용성 및 사용용

이성을 통해 긍정적인 사용태도와 행동의도를 형성하였다(Pantano et 

al., 2017). 또한 증강현실 경험은 사용자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여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oushneh & Vasquez, 

2017). 증강현실 기술이 사용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소비자는 감정을 

매개하여 매장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의도와 재방문의도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환경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제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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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김혜경 외., 

2020).

한편, 증강현실을 이용한 상품제시방식은 기존에 2차원으로 상품

을 제시하던 방식에 비해서도 더욱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증강현실을 통한 가상 피팅 방식은 온라인 카탈로그에 비해 호기

심과 애고를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ck & 

Crie, 2016). 기존의 연구들은 특히 평면적인 상품제시방식과는 다른 증

강현실의 특성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증강현실 웹사이트의 인지

된 증강성이 몰입감을 통해 소비자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에 영

향을 미치거나(Javornik, 2016), 일반적인 사진 및 360도 상품 제시 방

식에 비해 높은 제품 유형성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Verhagen et al., 2016). 이 외에도 

증강현실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물리적 통제성과 환경 임베딩(Hilken et 

al., 2017), 상호작용성과 생동감(Yim et al., 2017) 등이 소비자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강현실의 특성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정리해보면, 증강현실과 관련된 연구들은 기술수용이론(Huang & 

Liao, 2015; Pantano et al., 2017; 배승빈 & 김광재, 2015), 매체 특성

(Javornik, 2016; Yim et al., 2017), 경험적 가치(Dacko, 2017; Scholz 

& Duffy, 2018), 체험경제 이론(소지인 & 김선희, 2013; 한상린 & 안

명아, 2018)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환경은 소비자의 증강현실 

기술 자체에 대한 수용의도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시연되는 제품이나 

기술이 구현된 매장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증강현실이 제공할 수 있는 

효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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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재감

1.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의 개념

실재감이란,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면서 실제 세계와는 다른 새로

운 세계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김태민 & 

김태균, 2010; 배승빈 & 김광재, 2015). Steuer(1992)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들이 이러한 실재감을 반영한 원격실재감(telepresence)을 느끼게 

되며, 원격실재감을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의 주요 기술적 특성으로서 생

동감과 상호작용성을 제시하였다. 가상 착용 서비스가 적용된 온라인 패

션 리테일 환경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실재감의 개념은 원격실재감과 유

사한 개념으로서 정의된 바 있으며, 실재감이 행동의도 및 지속이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Huang & Liao, 2015).

이러한 실재감의 개념에 대하여 Lee(2004)는 실재감이 매개된 환

경뿐만 아니라 현실 및 낮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한 환경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실재감과 관련된 용어들은 분야에 

따라서 원격실재감(telepresence), 가상 실재감(virtual presence), 매개

된 실재감(mediated presence), 실재감(presence) 등으로 혼용되어 왔

다. 증강현실은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 세계를 합성한 것으로서

(Azuma et al., 2001)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Lee(2004)의 정의를 반영한 실재감을 느끼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패션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에서도 소비자가 있

는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제품을 착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재감을 이동에 대한 느낌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

는 개념으로 재정의한 Lee(2004)의 연구에 따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실재감은 기술에 의해 야기된 자극에 대한 지각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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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심리적 구성개념으로서 정의된다(Lee, 2004). 실재감은 크게 

물리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자기실재감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본 연

구에서는 실재감의 차원 중 증강현실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개념으

로서 제품에 대한 물리적 실재감과 자기 실재감으로 측정된 실재감의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물리적 실재감과 자기실재감

물리적 실재감(physical presence)이란 가상의 물체를 감각적 또

는 비감각적인 방법으로 실제의 사물처럼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Lee, 2004). 즉, 매개된 사물과 환경의 준진실적인

(para-authentic) 특성이나 인공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채지 못할 때 발

생하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한다. 3D 가상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 물리

적 실재감은 소비자가 가상의 물체 및 리테일 환경을 진짜라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냈으며, 실제 사물과 환경을 모방한 그래픽적 표현이 효과적

으로 활용되는 정도에 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izingh, 2000).

매체 환경에서의 물리적 실재감은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지각된 생

동감, 현실성과 사물에 대한 지각된 통제 수준,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Jin, 2011). 즉, 사용자는 생동감 

있게 구현된 가상의 물체를 움직이도록 하거나 통제, 조작할 수 있는 수

준이 높을수록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물리적 실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증강현실을 통해 패션 제품을 착용하는 경험은 3차원으로 

구현된 생동감 있는 가상 제품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용자가 가상의 패션 제품을 실제의 사물처럼 느끼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가상의 제품이 사용자가 존재하는 현실의 환경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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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기실재감(self presence)이란 가상의 자신을 감각적 

또는 비감각적인 방법으로 실제의 자신처럼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로 정의된다(Lee, 2004). 자기실재감은 물리적 실재감보다 가상의 자기 

제시에 대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더욱 관련이 있는 실재감의 개

념이다(Jin, 2011). 

아바타에 기반한 다양한 인터랙티브 매체와 가상의 자아를 제시하

는 방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기실재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적인 매체 이용에서 자기실재감의 효과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며, 주로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연구에

서 사용자가 가상의 아바타 및 게임 캐릭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 및 반

영하여 인식하는 정도로서 연구되어 왔다(Jin et al., 2009; Williams, 

2013). 즉, 자기실재감은 주로 가상 환경에서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사

용자가 그들을 물리적으로 나타내거나 심리적으로 상상하여 나타낸 자아

를 경험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상태로서 연구되어 왔다(Jin et 

al., 2009; Williams, 2013).

증강현실 환경에서 소비자는 가상의 패션 제품을 착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제품을 착용한 증강된 자신(augmented 

self)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Scholz & Duffy(2018)는 모바일 증강현

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통해 보는 모습은 

브랜드 콘텐츠와 자신이 혼합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증강

된 자아를 보고 있다고 여기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은 증강된 자신에 대해 다양한 탐색 과정을 거쳐 자아 인식을 형성 및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증강현실에서 가상의 

패션 제품을 착용한 모습을 해당 시점에서의 실제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느끼는 자기실재감은 소비자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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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

1.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

제품의 속성은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 속성 차원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har & 

Wertenbroch, 2000). 제품의 실용적 속성은 문제해결을 돕는 실질적이

고, 합리적인 측면을 내포하며 기능적, 수단적, 인지적인 측면과 연관된 

속성이다. 유지의 개념으로서 당위적 선호와 연관되어 소비자들이 충족

을 기대하는 필수적 특징을 지닌다(박상준 & 이영란, 2015). 반면에, 

제품의 쾌락적 속성은 심미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관련되며 심리적, 경

험적, 감성적 측면과 연관된 속성이다. 실용적 속성과는 달리 확장의 개

념으로서, 부가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소비자가 선호하고 싶은 욕구적 선

호와 연관된다(Bazerman et al., 1998). 이러한 제품의 쾌락적 속성과 

실용적 속성에 따라 소비자의 감정, 대안 선택,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도 다르게 나타남

이 밝혀져 왔다(박세훈, 2005; 최낙환 & 권민택, 2008). 

구체적으로 실용적 속성은 실용적 가치나 혜택과 깊은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기능적 역할, 비용대비 가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목적 지향적이며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Strahilevitz & Myers, 1998). 실용적 대안은 이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쾌락적 속성보다 인지적으로 우월한 경향이 있으며 지연된 만족감과 관

련이 있다(Shen et al., 2016). 일반적인 제품 판매 상황에서 제품의 실

용적 속성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제품이 더욱 실용적이라고 지각함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효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Yi & Muhn, 2013). 



16

한편, 쾌락적 속성은 실용적 속성에 비해 정서적으로 우월한 경향

이 있으며 느낌에 기반하는 즉각적인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Shen et 

al., 2016). 또한 제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용이하

게 하는 속성(Maclnnis & Price, 1987; Shen et al., 2016)으로 감각적 

즐거움(박세훈, 2005; 장인정 외., 2011), 감각적 정보 처리 과정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터치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나 제품을 동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쾌락적인 대안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밝혀

져, 증강현실 등의 상호작용적 기술을 구현한 매체와 쾌락적 속성의 관

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Kamleitner & Feuchtl, 2015; 

Roggeveen et al., 2015; Shen et al., 2016). 

기존의 실용적 또는 쾌락적 제품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실용적 속

성은 성능, 기능성, 효능, 재료, 가격 등의 구체적인 속성을 포함하는 반

면, 쾌락적 속성은 색상, 실루엣, 향기, 맛 등의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 및 설계되어 왔다(Dhar & Wertenbroch, 2000; Shen et 

al.,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의 실용적 속성 정보는 

기능, 소재, 착용감 등 기능적, 수단적인 특징과 연관되며, 쾌락적 속성 

정보는 컬러, 실루엣, 디자인 등 패션 제품의 미적이거나 감각적, 감성적 

특성과 연관된 속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주로 제품의 사진과 함께 이러한 패션 제

품의 속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통해 제

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매체 자체가 제공하는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

품 속성 정보 유형이 소비자의 인지 및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 텍스트로 제공

하는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라 심상과 정보충족성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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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풍부성과 한계효용의 체감 법칙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

함을 줄이기 위해 크게 두 단계의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자신의 기억 등에 의존하는 내부 탐색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내부 탐색에서 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 탐색을 하게 되는데(Maclnnis & Price, 1987), 외부 탐색을 하는 

동안에는 소비자가 획득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의 품질이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정보 풍부성 이론(information 

richness theory)에 따르면 정보의 풍부성은 시간 간격 이내에 대상에 

대한 이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 능력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모호함을 명확하게 만들며 대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Daft & Lengel, 1986). 따라서 정보의 풍부성은 사용

자가 매체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논의되었으며, 가상현실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소비자가 서비스의 유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어 왔다(Chen & Tan, 2004). 

즉, 소비자는 제품 탐색을 하는 동안 획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실제로 구매했을 때의 만족 수준을 예측하게 되므로, 제품에 대한 이해

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풍부하고 질적으로 다양한 제품 정보를 기대하

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탐색하고 평

가할 때,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은 한계효용의 체감 법칙(diminishing 

marginal utility)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느끼는 정도와 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란,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또는 필요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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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의 체감 법칙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속성들 간

의 결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평가를 설명해왔다(Estes et al., 

2018; Falk & Schepers, 2010; Gill, 2008). 이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

비스에 기존과 유사한 특성이나 기능을 더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증분 

가치는 점차 감소한다(Gill, 2008). Meyers-Levy & Tybout(1989)에 

따르면 기존의 제품에 그 속성과 불일치하는 범주의 속성을 더하는 것은 

일치하는 속성을 더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들에 의해 더 선호되었다. 특

히, Gill(2008)은 제품의 속성으로서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에 초점

을 맞추어, 한계효용의 체감에 따라 기존의 제품에서 지배적인 속성과 

일치하는 속성의 기능을 더하는 것보다 불일치하는 속성의 기능을 추가

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인지한다는 것을 증명했

다. 이러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소비자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서 제품에 대한 질적으로 다양

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제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정보 획득에 따

른 효용을 크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증강현실의 맥락에서 정보를 제공 받는 상황

에서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용적 속성 정보, 쾌락적 속성 정보에 따

라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보의 가치 및 이를 유용하다고 여기는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의 질적 다양성에 따른 풍부성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증강현실에서 제공하는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이 소비자 반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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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심상

심상이란 개념이나 관계를 마음 속에 떠올리는 정신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Lutz & Lutz, 1978). 감각적 또는 지각적 정보가 상상

을 통해 개인의 작용기억(working memory)에 아이디어, 느낌, 기억 등 

구체적인 감각적 표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의미한다(Maclnnis & 

Price, 1987). 심상은 주로 청각, 시각, 촉각, 미각 등 여러 감각적 자극

에 노출되었을 때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다중감각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

만, 단수의 감각 차원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심상 처리과정에

서 정보는 더욱 감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풍부하게 부호화되며, 정보

가 마음 속에 구체적인 표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더욱 유창하게 처리되고 

회상 될 수 있다. 이러한 심상은 소비자의 선호를 불러일으키며 심상을 

느끼게 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왔다(Petrova & Cialdini, 2005). 

심상은 그림(pictures), 구체적인 단어, 상상에 대한 지침, 유도된 

상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자극이 없이도 

기억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회상된 정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Lutz & 

Lutz, 1978). 광고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언어적 광고 메시지는 심상을 

야기하며 이는 다시 소비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Babin & Burns, 1997). 또한 구체적인 텍스트는 심상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어 왔는데, 광고문구의 구체성과 심상, 

행동의도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Burns et al., 

1993; Lien & Chen, 2013).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제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 등의 시각 자료와 함께 텍스트 제

품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감각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증강현실의 3차원의 실시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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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야기되는 실재감과 제품에 대해 제공되는 텍스트 정보는 각각 

심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텍스트 정보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케팅 연구에서 심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 구매할 

가능성과 구매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치며 쾌락적 소비 및 상징적 소비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로 다루어져 왔다. 심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거나, 제품과 관련된 이전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거나 인지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Hirschman, 1984). 

또한 실제 소비를 대체하여 제품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각적, 정서적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Maclnnis & Price, 1987),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접근 또는 회피 반응 등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regory et al., 1982). 특히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된 상상을 할 때 행

동 의도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제품 사용 및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는 결

과가 보고 되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이 욕구하는 사물을 가지거나 사용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해당 사물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구매를 고려하는 시점과 실제 구매 시점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Mischel & Moore,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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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정보충족성

정보충족성은 효용적 혜택으로서 대상에 대해 유용하고 풍부한 정

보를 제공받는 정도를 의미한다(이태민 외., 2009). 충족성(fulfillment)

은 주로 소비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이 원했

던 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충족

성은 서비스 상품 차원에 속하는 품질 차원 중에서 서비스 생산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 고객에게 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결과 품질(outcome 

quality)의 구성요인으로서, 소비자들이 대상에 대해 획득한 정보가 유용

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Gronross, 1984; 

Wolfinbarger & Gilly, 2003). 

윤남희 & 추호정(2011)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의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각각을 통해 얻는 효용적 혜택과 쾌락적 혜택은 구

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보충족성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효용적 혜택으로서, 인지적 측면의 성과를 나타낸다. 정보탐

색은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자 활동이므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제품을 탐색하는 

동안에도 소비자들은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정보충족성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는 핵심적인 효용적 혜택이 될 것

이다.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

품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져 왔다. 증

강현실에서의 정보풍부성 및 인지된 정보성은 매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와 사용 의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Tan, 2004; 

Rese et al., 2017). 또한 정보충족성의 효용적 혜택으로서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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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효용성을 더 높이 지각하는 상황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불의도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Yi & Muhn, 2013). 따라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제품 정보 획득과 관련된 서비스의 

효용적 측면에 대해 높이 지각하는 것은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 

대상에 대해 더욱 높은 가치 평가를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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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심리적 소유감

1.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과 선행요인

심리적 소유감은 대상 또는 대상의 일부가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Pierce et al., 2001). 개인은 특정 대상과 자신을 연관

시키고 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때 소유감을 느끼게 된다

(Rantanen & Jussila, 2011). 개인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유 대상에 대해 느끼는 주인의식(Vandewalle et al., 1995)

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이러한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동안의 심리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심리적 소유감을 형

성하기 위한 선행요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대상을 통제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느끼도록 한다. 마케팅 관련 연

구로 Peck & Shu(2009)는 제품에 대한 통제감과 소유감의 관계를 최

초로 입증하였는데, 제품을 만지는 것 또는 만지는 것에 대한 상상만으

로도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상세계에서의 통제

감과 심리적 소유감의 관계도 연구되었는데, 사용자가 가상 세계와 그 

인공물들에 대해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그에 대한 소유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현실에서의 통제감의 영향력이 확인된 

바 있다(Lee & Chen, 2011).

다음으로, 대상을 친밀하고 깊게 알아가는 것이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다. 즉,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소유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Rantanen & Jussila, 2011). 개인은 특정 대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자신을 연관시키고 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때 

소유감을 느끼게 된다(Pierce et al., 2001). 이러한 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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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gan & Brown(1994)은 사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자신과 

사물 사이의 유대(association)를 통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사

물에 대한 소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을 도입한 환경에서 심리적 소유감이 사용자

의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투자한 사람일수록 

가상 세계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en, 2011). 이는 대상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소유감을 

느끼게 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가상 현실의 새로운 맥락

에서의 심리적 소유감의 선행요인과 효과를 재확인하였다(Pierce et al., 

2001 & 2003; Pierce & Jussila, 2011). 또한 증강현실의 맥락에서 제

품을 제시하는 방식은 기존의 평면적인 상품 제시 방식에 비해서 심리적 

소유감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Brengman et al., 2019). 

이 외에도 심리적 소유감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기술의 특성으로서 상호

작용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Kirk et al., 2015). 이와 같이, 가상

현실 및 증강현실이 대상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고 사용자와 사물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증강현실이 적용된 리테일의 맥락에서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심리적 소유감의 효과

심리적 소유감의 주요 효과인 보유효과(endowment)는 개인이 소

유한 대상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상태이다. 

이러한 보유효과가 나타나는 기제는 손실회피 측면(loss aversion)과 단

순 소유 측면(mere ownership)에서 설명되어 오고 있다. 보유효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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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단순 소유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대상을 잠재적으로 

손실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소유물과 자아의 연결관계(possession-self 

link) 또는 유대(association)가 강해지면 자신이 소유한 대상까지도 특

별히 매력적이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Beggan, 1992). 

Gawronski et al.(2007)는 이에 대해 자신과 사물 간의 유대에 의해서 

사물을 평가할 때 자신에 대한 묵시적 평가가 선택한 사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이러한 자아 연상이 

사물로 이동하여 사물에 대한 묵시적 평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소유감은 보유효과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와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연구되고 있

다. 조직 연구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은 조직에 대

한 관계의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 상

태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Pierce & Jussila, 2011). 

마케팅 및 심리 분야에서도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

되면서, 제품에 대해 형성한 심리적 소유감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와 만족감으로 이어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Fuchs et al., 2010; 

Peck & Shu, 2009). 구체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은 사물에 대한 관계 의

도, 대상에 대한 구전의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불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Asatryan & Oh, 2009; Fuchs et 

al., 2010; Peck & Shu, 2009). 

더불어, 소유감은 제품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감정으

로서 제품 평가에 따라 자아와 관련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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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리적 소유감은 사물과 관련된 자아정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

물과 관련 작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Chung & Johar, 2016). 

또한 사물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느끼면 해당 사물의 특성에 따라 자

신의 외모 등 특성을 동화시키게 되어 외적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심리적 소유감은 자아와 관련된 감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논의되고 있다(Weiss & Johar, 2013; 

Weiss & Johar, 2016).

이렇듯, 소비자가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함에 따라 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적 맥락 가운데서도 증강현실에서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을 경험할 때 심

리적 소유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심리적 반응들과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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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기술혁신성

혁신성이란, 같은 사회 체계에 속한 다른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Rogers & Shoemaker, 1971). 혁신성은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특성을 가진 것이나 상품, 서비스 등에 흥미를 느끼고 기꺼이 시

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Rogers, 1995). 즉, 혁신성은 새롭고 색

다른 경험을 선호하는 것에 기초한 개념으로서(Venkatraman & Price, 

1990)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민감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혁신성은 모든 대상에 대해 동일하기 나타나기 보다는 특정 대상

과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domain-specific)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Goldsmith & 

Hofacker, 1991).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의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에 대

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의미하는 기술준비도를 구성하는 주

요 하위 요인으로서(Parasuraman, 2000) 낙관성과 함께 소비자가 새로

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선구자가 되고자 하며 자신을 신

기술 및 신기술 수용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Parasuraman, 2000; Rogers, 1995).

기술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혁신성은 기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디지

털 컨버전스 제품이나 인터넷 쇼핑 환경에 대한 태도에 기술혁신성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해룡 외, 2005; 박재진, 

2004)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스마트 의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영 & 진현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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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이미 내재한 기술혁신성이 증강현실

에 기반한 패션 제품 가상착용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증강현실은 새로운 기술로서 현재 쇼핑 환경에 적용되어 상용화되는 

초기의 단계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태도로서 혁신성이 증

강현실에 의해 야기된 감정 및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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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패션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

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심상, 정보충족성,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획

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반응의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또한 실재감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의 기술혁신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목적을 바탕으

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가설과 모

형을 제시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증강현실은 3차원 형식으로 제품을 동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감각적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감각적 품질을 강화하

고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기술적 특성을 지

닌다(Steuer, 1992). 이러한 기술적 특성에 따라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에 패션 제품을 착용해보는 듯한 경험

을 하며 실재감을 느끼게 된다(Huang & Liao, 2015; 배승빈 & 김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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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강현실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야기된 실재감은 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심상이 그림(pictures)

과 같은 시각적 형상, 구체적인 단어, 상상에 대한 지침, 유도된 상상 등

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Lutz & Lutz, 1978) 특히 시

각적 정보는 심상 처리 과정에 의해 더욱 오래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Lutz & Lutz, 1977). 마케팅 연구에서도 그림과 같은 상상을 야기할 

수 있는 시각적 자극물은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한 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이름과 제품 속성이 그림 안에서 합치

되는 상호작용적인 이미지의 형태일 때 이러한 결과는 더 잘 나타났다

(Maclnnis & Price, 1987).

또한 Roggeveen et al.(2015)에 따르면 동적인 제품 제시 형식은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동적인 제시 형식이 정적인 형식에 비

해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더 잘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동

적인 제시 형식의 생동감 있는 특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개된 환경에 

실재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제품 경험을 상상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생동감 이론(vividness theory)에 따르면 생동감 있는 

정보는 마음 속에 더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Nisbett & Ross, 

1980). 이 때, 생동감은 감각적 차원의 수와 품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감각의 차원이 많고 품질이 높을수록 감각적 표상을 더욱 많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증강현실이 감각적 정보를 풍부하고 깊게 제시하고 제

품을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실재감을 느

끼도록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Steuer, 1992) 심상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정보성을 

풍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가 인지한 

정보성이 그 효과로서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및 사용태도에 긍정적인 



31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반면(Chen & Tan, 2004; Pantano et al., 

2017), 증강현실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정보와 관련된 인지적 성과나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가 미비하다. 본 연구

에서는 증강현실로 제품을 가상 착용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증강현실을 

통해 제품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제품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Lee, 2017).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증강현실이 제품에 대한 감각적 정보의 품질을 강화시켜 실시간으

로 소비자가 제품을 착용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특성이 제품에 대한 유

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혜택을 지각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

이다(윤남희 & 추호정, 2011). 증강현실에서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과,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이 실제로 

제품을 착용한 것 같은 느낌은 제품 경험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용적 혜택으로서의 정보충족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증강현실의 특성인 실재감이 심상과 정보충족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다.

가설 1-1.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은 심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2.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은 정보충족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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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의 맥락에서 제품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과 정보의 가치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 풍부성 이론(information richness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

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대상에 대한 이해에 변화

를 줄 수 있는 정보 능력이 높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대상

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ft & Lengel, 1986). 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을 통해 제품에 대한 외부 탐색을 하는 동안에 

유용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실제 구매 시의 만족

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리테일러가 소비자에게 의사 결정에 도움

이 되는 풍부하고 질적으로 다양한 제품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

요하다.

이와 같이 제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심상은 소비자가 제품에 관

한 속성을 고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Maclnnis & Price(1987)에 따

르면 더 많은 속성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정보

를 채워넣거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상 처리과정을 거칠 때, 제공받는 속성이 많을수록 결정의 복잡성은 

더 낮아진다고 설명되었다. 즉, 속성이 주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주

어지는 경우에는 마음 속에 표상되는 이미지가 희미해지므로 제품에 대

해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더 많은 

속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감각적 표상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지며,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수록 심상 처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구체적인 단어들은 심상 야기를 자극할 수 있다(Richardson, 1980). 

이에 따라, 증강현실에서도 패션 제품에 대해 텍스트로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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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속성 정보는 소비자의 심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증강현실

은 제품에 대한 3차원의 풍부한 감각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서(Suh & Prophet, 2018) 주로 제품의 디자인, 색상, 실루엣 등의 감각

적, 심미적인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제품에 

관한 쾌락적 속성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할 때보다 실용적 속성 정보인 

기능적이고 필수적인 제품의 소재, 기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

자는 제품에 대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속성을 알게 될 것이며, 이는 제

품 자체와 제품 착용 상태에 대한 더 명확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 정보의 제공은 한계효용

의 체감 법칙(diminishing marginal utility)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정

보충족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에 따르면 기

존의 맥락과 유사한 특성이나 기능을 더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느끼는 증

분 가치는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Gill, 2008).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 간의 결합의 측면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속성에 그와 일치하는 속

성을 더하는 것보다 불일치하는 속성을 추가할 때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

를 더 높게 인지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Gill, 2008). 이를 정보 제

공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제품에 대한 감각적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증강현실에서 텍스트로 제공하는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정보의 풍부함과 유용함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

다. 즉, 감각적, 심미적 정보로 구성된 쾌락적 속성 정보의 효과가 더해

지는 경우보다 제품에 대한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에 소비

자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느끼며, 이에 따라 쾌

락적인 속성 정보일 때보다 정보충족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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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증강현실에서 패션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이 심상과 정보충족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2-1. 증강현실에서 제품 속성 정보가 실용적 속성일 때 (vs. 쾌락

적 속성보다) 심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증강현실에서 제품 속성 정보가 실용적 속성일 때 (vs. 쾌락

적 속성보다) 정보충족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Lang(1977)에 따르면 심상에 의해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이 야기

되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상은 소비자들

이 제품에 대해 소유감을 느끼도록 하는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어 오기 시

작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상상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소유감이 형성되기 때

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심상을 느끼는 과정에서 관련된 이

미지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투자하게 되며, 제품과 더욱 친밀해지

면서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Kamleitner, & 

Feuchtl, 2015). Peck et al.(2013)에 따르면 제품을 만지는 것을 상상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제품을 만질 때와 같은 심리적 소유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사람들이 심상을 느끼는 과정은 

심리적 소유감의 선행요인으로 논의되는 통제감, 대상에 대한 깊은 이

해, 자기 투자 등의 요소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 심상이 심리적 소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대상에 대해 깊고 친밀하게 이해하는 것은 심리적 

소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Rantanen & Jussila, 2011). 개인은 특정 

대상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대상과 연관시키게 되며 이러한 

유대 관계에 의해 대상을 소유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Pierc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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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가상현실에서의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 세계

에서 대상에 대해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정도를 측정한 가상세계에 대

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는 가상 세계와 그 인공물들에 대해 심리

적 소유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en, 2011). 따라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충족성은 제품에 대한 심리

적 소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자신이 강하게 원하는 제품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심리적 소유감

에 매개되어 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Kamleitner, 2011). 또한 심리적 소유감은 심상

과 긍정적인 제품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함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Kamleitner, & Feuchtl, 2015). 심리적 소유감의 보유효과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만족감, 관계의도, 구전

의도와 같은 대상에 대한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침이 밝혀져 왔다

(Asatryan & Oh, 2009; Fuchs et al., 2010; Peck & Shu, 2009).

이를 바탕으로, 증강현실을 통해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을 가상착

용하는 상황에서 심상과 정보충족성은 심리적 소유감을 야기할 것이며, 

심리적 소유감은 다시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심리적 소유감

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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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

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3-1. 심리적 소유감은 심상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

다. 

가설 3-2. 심리적 소유감은 정보충족성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는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상과 

정보충족성은 다시 심리적 소유감을 통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로 하여, 증강현실에

서의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에 차례로 매개되는지를 보다 전체적인 모형의 수준에서 검

증하고자 한다. 즉,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의 제품 평가에 대한 영향

이 각각 심상과 정보충족성, 그리고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상과 정보충족성,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4-1. 실재감은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실재감은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

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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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5. 증강현실에서의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알아

본다. 

가설 5-1. 제품 속성 정보는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

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제품 속성 정보는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의 특성인 실재감의 효과를 소비자 특성인 

기술혁신성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혁신성은 소비자가 새

로운 기술에 대해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선구자라고 생각하거나 선구자

가 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기술에 대해 혁신적인 성향이 강한 소

비자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기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기술에 기반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

다(Rogers & Shoemaker, 1971). 반면에, 기술에 대해 혁신적인 성향이 

적은 소비자일수록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고 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나 기

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기술혁신성은 첨단기술의 수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Parasuraman, 2000), 기술 혁신성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기술혁신성

이 기술에 기반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사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소비

자들의 인지적 속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확인하고자 한다(Walczuch et 

al., 2007; 김효진 & 한상린, 2013). 이 가운데 기술혁신성은 기술에 기

반한 셀프서비스의 수용의도와 레스토랑의 터치스크린에 대한 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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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한 평

가와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lijander et al., 2006; 

김효진 & 한상린, 2013).

또한 소비자의 혁신 성향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주요 소비자 특성으로서 연

구되어 왔다. 초기의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량과 

인터넷 쇼핑 수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소비자의 특정 분야

(domain-specific)에 대한 혁신성이 조절함을 밝혔다(Citrin et al., 

2000). 또한 정보기술(IT)에 대한 개인의 혁신 성향이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여, 소비자의 기술 혁신성은 기술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Jeong et al., 2009). 이는 소비자의 혁신성이 정보기술과 관련된 소비

자의 반응과 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높은 혁신성을 가진 사

람일수록 정보기술에 대한 더 강한 수준의 이용 의도를 나타낸다는 

Agrawal & Prasad(1998)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다. 또한 

Rogers(1995)에 따르면 혁신의 다섯 가지 주요 특성인 상대적 이점, 복

잡성, 호환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 가운데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은 혁신적인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더 높은 혜택, 이

미지 향상, 편리함, 만족을 제공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높

은 혁신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보기술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

지만, 상대적 이점은 더 잘 인지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더 잘 수용하

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 되어왔다(Rogers, 1995; Cheng, 2014). 이

를 바탕으로, 기술에 혁신적인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기술의 특성에 의해 

야기된 실재감이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불러일으키는 상대적 이

점에 대해서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잘 인지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반

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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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에서 패션 제품을 착용해보는 기술 

기반 서비스의 맥락에서 소비자의 기술혁신성은 증강현실의 특성인 실재

감의 효과를 조절하는 주요 변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기술의 효과에 더 잘 반응할 것

이며, 이에 따라 증강현실의 특성인 실재감이 야기하는 효과로서 심상과 

정보충족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문제 6. 실재감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6-1.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증강현실의 실재감이 심상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가설 6-2.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증강현실의 실재감이 정보

충족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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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패션 제품 속성 정보가 심상

과 정보충족성,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특성인 기

술혁신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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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문제를 실질적으로 규명하고 가설을 검

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 방법을 통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전반적인 설계와 절차, 자극물 구성과 예비조사, 

그리고 측정도구 구성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

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증강현실에 기반한 패션 어플리케이션

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경험할 제품을 선호도 조사를 바

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패션 제품 속성 정보가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속성 정보를 시나리오로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실험을 수행하여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증강현실의 특성인 실재감이 충분히 지각되는지를 확인하였으

며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대해 조작점검을 수행하였다. 사전실험을 통

하여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증강현실에서의 패션 제품 가상 착용

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

하였다.

실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생태적으로 익숙하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제품 구매 경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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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프로토콜(protocol)을 확인하며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휴대폰 

기기에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제품을 체험하였다. 이 때, 

체험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체

험을 완료한 뒤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5천원

을 지급받았다. 

2. 자극물 구성 및 예비조사

1) 자극물 선정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로 패션 제품을 탐색하는 동안의 소비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증강현실로 제품을 가상 착용한 모습

이 잘 구현되는 패션 어플리케이션인 ‘워너킥스(Wanna Kicks)’를 사용

하였으며 운동화 제품을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운동화는 젊은 층의 소비

자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사용되는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인 

20-30대 소비자들이 가상 착용하는 제품의 자극물로 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증강현실로 제품을 가상 착용하는 경험이 제품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가 한 가지 특정 모

델의 운동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단, 사전 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제

품 선호도 조사로 중간 정도의 선호도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을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제품의 매력성이 심리적 소유감과 만족감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서(Keh et al., 2013),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매력성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는 애초에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강현실 패션 어플리케이션인 ‘워너킥스(Wanna Kicks)’는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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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인의 발에 착용한 모습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

이 모바일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다양한 운동화 브랜드의 제품 목록이 나타난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한 후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발을 비추면 해당 제품을 착용

한 본인의 모습이 보여진다.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공식 판매 사이트나 온라인 판매처로 

이동하여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사용자가 증강

현실로 가상 착용하는 동안 발을 가까이 또는 멀리, 상하좌우로 움직이

면 운동화를 신은 여러 각도에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제품의 디자인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증강현실을 통해 제품을 

가상 착용해볼 때의 효과가 극대화된 패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3-2]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화면 및 체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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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반

응 및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품 속성 

정보로서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제품 속성 정보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구성하였다. 실용적 속성 정보는 기능, 소재, 착용감 등 기능적, 

수단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측면과 연관된 속성으로 조작하여 

텍스트 정보로 제공하였다. 쾌락적 속성 정보는 컬러, 실루엣, 디자인 등 

미적이거나 감각적이며 심리적, 감성적 측면과 연관된 속성으로 조작하

여 제시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정보는 동일하게 32개 단어로 제시되었

으며, 숫자 정보를 배제하고 문자 정보만으로 구성하여 처치 수준의 차

이가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제공한 정보의 내용은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그림 3-3] 실용적 속성 정보 유형

[그림 3-4] 쾌락적 속성 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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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물 체험과정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핑을 하는 시간과 장소는 다양하며, 일상적

인 장소와 환경에서 자유롭게 제품 구매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

지로,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에 구현되는 증강현실에서 제품을 탐색하

는 과정도 제품 구매 과정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공간과 시간 등 익숙한 

환경에서 경험하게 된다(Scholz & Duffy,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연구참여자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제품 체험을 하도록 하

였다. 즉, 실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본인의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제품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한 제품 체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

하여 자극물을 체험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증강현실 체험 절

차를 설명한 실험진행 프로토콜(protocol)을 배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 스스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

구참여자들이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체험한 방법과 절

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본인이 착용할 운동화를 사기 위해 모바일 

쇼핑을 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했다. 제품을 둘러보던 중, 특정한 흰색 

운동화 제품을 발견하여 증강현실로 가상 착용해보려는 상황을 시나리오

로 제시하여 제품 구매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

자는 본인 휴대폰에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다. 증강

현실을 통해 가상 착용할 수 있는 운동화 제품 목록이 나타나면, 이 중 

선정된 자극물인 흰색 운동화 제품을 선택하여 증강현실로 해당 제품을 

가상 착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 제품 속성 정보에 따라 연구참

여자는 실용적 정보 집단과 쾌락적 정보 집단의 두 집단 중 한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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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배정되어 해당 제품 속성 정보를 읽으면서 체험을 하도록 하였

다. 제품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설문을 수

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동일한 제품을 체

험 했는지의 여부와 증강현실이 잘 작동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제품을 경험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하여 연구자

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험 자극물이 아닌 다른 제품을 체험한 것으

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험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연

구참여자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자극물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두 번의 사전 조사를 통해 최종 자극

물을 선정하고 제품 속성 정보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사전 조사는 본 조사와 같이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가 체험할 패션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선호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

차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편의 표집법에 따라 43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뉴발란스(New Balance) 등 

스포츠 브랜드의 6개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아디다스(Adidas)의 운동화 제품이 7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4.26점의 중간 정도의 선호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

과 성별 간 제품 선호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1.083, 

p=0.285) 해당 제품을 자극물로 최종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1]과 같다.

다음으로, 2차 사전 조사를 통해 자극물이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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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느끼도록 하는지의 여부,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른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편의 

표집법을 통해 21명의 20-30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수

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동일한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1차 사전조사에서 최종 선정된 아디다스

(Adidas) 제품을 경험한 뒤,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하는 퀄트릭스

(www.qualtrics.com)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증강현실의 특성으로서의 실재감의 지각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

균 5.5점 이상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될 자극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표 3-2]와 같다. 다음으로,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인 실용적 정보와 쾌

락적 정보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른 조작 검

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t=-6.672, p=0.000) 자극물의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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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극물의 제품 선호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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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자극물의 실재감 조작 검증 결과

Note: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값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표 3-3] 자극물의 제품 속성 정보 유형 검증 결과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1점 실용적, 7점 쾌락적)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자유도 p

제품 

선호도

남성 23 4.044 1.461
1.083 41 0.285

여성 20 4.500 1.277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실재감 21 5.512 1.223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자유도 p

제품 속성 
정보

실용적 10 1.700 0.823

-6.672 19 0.000

쾌락적 11 4.8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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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실재감, 심상, 정보충족성, 심리적 소

유감, 제품 평가, 기술혁신성, 패션관여도,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대한 조작 검증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증강현실 

사용 경험에 관하여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증강현실 사용 경험, 조

작 검증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

다’). 설문지의 세부 문항과 내용, 측정방법은 [표 3-4]와 같다. 

[표 3-4]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성 측정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I 실재감 6 7점 리커트 척도

II 심상 3 7점 리커트 척도

III 정보충족성 5 7점 리커트 척도

IV 심리적 소유감 4 7점 리커트 척도

V 제품 평가 3 7점 리커트 척도

VI
기술혁신성
패션관여도

7 7점 리커트 척도

VII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선호도

4 7점 리커트 척도

VIII
조작 검증 문항

증강현실 특성 인지 문항
2 7점 의미미분 척도

IX 인구 통계학적 특성 5 선다형, 기술형

X
설문조사 대상 조건
증강현실 사전 경험

4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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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재감

실재감은 Lee(2004)의 연구에서의 물리적 실재감과 자기실재감을 

바탕으로 Jin & Bolebruch(2009), Jin(2011), Williams(2013)의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

체적인 내용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5] 실재감 측정문항 및 출처

2) 심상

심상은 Schlosser(2003), Overmars & Poels(2015)의 연구를 바

탕으로 하여 측정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

적인 내용은 [표 3-6]와 같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실재감

운동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Lee(2004), Jin & 
Bolebruch(2009), 

Jin(2011), 
Williams(2013)

이 운동화가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실제로 운동화를 착용한 것처럼 

느껴졌다.

제품을 착용한 내 모습이 실제처럼 

느껴졌다.

운동화를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나와 운동화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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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심상 측정문항 및 출처

3) 정보충족성

정보충족성은 이태민(2009)의 척도를 바탕으로 Ahn et 

al.(2004), 윤남희 & 추호정(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

의 맥락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7]와 같다.

[표 3-7] 정보충족성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심상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

다.

Schlosser(2003), 
Overmars & 
Poels(2015)

운동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미지나 장면
이 떠올랐다.

운동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정보충족성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태민(2009), 
Ahn et al.
(2004), 

윤남희 & 추호정
(2011)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충분한 내

용을 제공한다.

나에게 유용한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제품 정보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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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소유감

심리적 소유감은 Peck & Shu(2009)의 척도를 바탕으로 Kamleitner & 

Feuchtl(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

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8]와 같다.

[표 3-8] 심리적 소유감 측정문항 및 출처

5) 제품 평가

본 연구에서 제품 평가는 Taylor & Bearden(2002)의 척도를 바

탕으로 홍성태 외(2012), 서문식 외(2015)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와 같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심리적 소유감

내가 이 운동화를 가진 것 같았다.

Peck & 
Shu(2009), 

Kamleitner & 

Feuchtl(2015)

이 운동화가 마치 내 물건인 것 같았

다.

이 운동화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껴
졌다.

내가 실제로 이 운동화를 가지고 있다
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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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제품 평가 측정문항 및 출처

6) 기술혁신성

본 연구에서 기술혁신성은 Parasuraman(2000)에서 사용된 척도와 

문항을 바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0] 기술혁신성 측정문항 및 출처

7)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선호도는 김상훈 & 박현정(2010)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

체적인 내용은 [표 3-11]와 같다.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는 통제변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제품 평가

이 운동화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Taylor & 

Bearden(2002), 
홍성태 외(2012), 
서문식 외(2015)

이 운동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고 느낀다.

이 운동화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기술혁신성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가
장 먼저 시도해보는 편이다.

Parasuraman
(2000)나는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

한다.



54

로 사용하기 위해 설문 문항에 투입되었다. 

[표 3-11]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선호도 측정문항 및 출처

8) 조작 검증 문항 및 증강현실 기술의 속성 인지 수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품 속성 정보의 두 가지 유형인 실용적 속

성 정보와 쾌락적 속성 정보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Roggeveen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2]

와 같다.

[표 3-12] 제품 속성 정보 유형 측정문항 및 출처

1점 = 실용적, 7점 = 쾌락적 의미미분척도.

변수 문항 내용 출처

브랜드 인지도

나는 아디다스(adidas) 브랜드를 잘 

알고 있다.

김상훈 & 박현정
(2010)

나는 아디다스(adidas) 제품을 잘 알

고 있다.

브랜드 선호도

나는 아디다스(adidas) 브랜드를 좋

아한다.

나는 아디다스(adidas)의 제품을 좋
아한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제품 속성 
정보 유형

실용적 –쾌락적
Roggeveen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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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증강현

실 기술에 대해 쾌락적으로 인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Roggeveen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방금 경험한 증강현실 기술

은 실용적-쾌락적이라고 느꼈다’에 대해 실용적(1점)-쾌락적(7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3]과 같

다.

[표 3-13] 증강현실 기술의 속성인지 수준 측정문항 및 출처

1점 = 실용적, 7점 = 쾌락적 의미미분척도.

9)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해 선다형식과 자유기술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

다.

10)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및 증강현실 사용 경험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도출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증강

현실 이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증강현실 경험의 유무, 증강현실 

경험 횟수에 대해 선다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증강현실 기술의 속
성 인지 수준

실용적 –쾌락적
Roggeveen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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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참여하는 동안 제품을 경험한 장소에 대하여 선다형 및 기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은 [표 3-14]과 같다.

[표 3-14] 온라인 또는 모바일쇼핑 및 증강현실 사용 경험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

귀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
험이 있으십니까?

연구자 개발

증강현실 
사전 경험

귀하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사용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구자 개발귀하가 최근 3개월 동안 증강현실
(AR)을 체험한 횟수는 몇 회 정도
입니까?

제품 체험 장소
당신이 이 증강현실 체험을 한 장소
는 어디입니까?

연구자 개발



57

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실험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참여

자 선정, 자료수집 방법, 그리고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모바일 쇼핑 트렌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연령대의 모

바일 쇼핑 경험률은 약9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들은 온라인으로 

패션 쇼핑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소비자이며,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에서 

패션의류 및 잡화는 이들 연령의 꾸준한 구매가 일어나는 최상위 구매 

품목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로 

증강현실에서 가상 착용 경험을 하게 되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20-30대 남녀 소비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20-30대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피험자 비대면 실험 및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IRB No. 1909/001-010)을 

받았으며,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참여자들은 실험 참여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험에 참여하여 증

강현실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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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과 Mplus 7.0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증강현실 이용 특성과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조작검증과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t-검정,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했으며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일원분산분석, 

Macro Process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증강현실 이용 특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3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

4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5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 분석

6 연구문제 1, 2 검정
다중회귀분석 및 
일원 분산분석

7 연구문제 3, 4, 5, 6 검정
Process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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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도구 검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로 증강현실에서 제품 경험을 하게 되므

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20-30대 남녀 소비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

험이 있었으며, 동일한 제품을 체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참여자

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총 93명의 표본에 대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가운데 20대는 78명(83.9%), 

30대는 15명(16.1%)으로 평균 연령은 만 25.8세, 표준편차는 3.249였

다. 성별은 남성은 40명(43.0%), 여성은 53명(57.0%)이며, 학력은 대

학원 재학 이상이 42명(45.2%), 대학교 재학이 27명(29.0%), 대학교 

졸업이 24명(25.8%)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의 응답자들로 구

성되었다. 직업은 학생이 60명(64.5%), 일반사무직이 15명(16.1%)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8명(30.1%), 700만원 이상이 23명(24.7%), 3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5명(16.1%),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이 

14명(15.1%), 100만원 미만이 13명(14.0%)이었다.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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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만19세 이상~만29세 미만 78 83.9

만29세 이상~만39세 미만 15 16.1

성별
남성 40 43.0

여성 53 57.0

학력

대학교 재학 24 25.8

대학교 졸업 27 29.0

대학원 재학 이상 42 45.2

직업

무직 4 4.3

학생 60 64.5

일반사무직 15 16.1

전문직 3 3.2

서비스업 2 2.2

월평균 
가구소득

기술직 1 1.1

기타 8 8.6

100만원 미만 13 14.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 30.1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5 16.1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4 15.1

700만원 이상 23 24.7

합계 93 100



61

2. 연구대상의 제품 체험 장소 및 증강현실 기술 사용현황

본 연구는 응답자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하도록 하

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본인의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 증강현실을 통해 제품 체험을 하였다. 응답자가 증강현

실을 체험한 장소는 자택이 73명(7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이 

12명(12.9%), 카페가 7명(7.5%) 순으로 많아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택

이나 직장에서 제품을 경험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강현실을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71

명(76.3%), 없다는 응답이 22명(23.7%)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전 

경험이 있었다. 최근 3개월 간 증강현실 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1-2회가 

41명(44.0%), 3-4회가 4명(4.3%), 5회 이상이 6명(6.5%)으로 나타났

다. 해당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표본의 제품 체험 장소 및 증강현실 기술 사용현황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제품 체험 장소

자택 73 78.5

직장 12 12.9

카페 7 7.5

기타 1 1.1

증강현실 사전 경험 
여부

있다 71 76.3

없다 22 23.7

증강현실 사전 경험 
횟수(최근 3개월)

0회 22 23.7

1-2회 41 44.0

3-4회 4 4.3

5회 이상 6 6.5

합계 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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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문항들의 적합도와 구

성체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구성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은 개별측정항목

의 신뢰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개별 측정항목이 신뢰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일반적으로 각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7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은 0.5 이상,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이 바람직하다(이학식 & 임지훈, 2013).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모두 유의하고, 대부분이 0.6 이상을 확보했으며, AVE값

이 0.5 이상 CR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만족할 만한 수

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심상의 평균분산추출값은 0.474로 0.5 이하이지만 

근접한 값을 가지므로 경계적 수준에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두 0.8 이상을 확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계수

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은 어떤 잠재변수가 의미하는 개념이 다른 잠재변수의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이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변수 간 상관계수보

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구성

개념의 평균 분산추출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해본 결과 상관계수 

제곱의 값이 AVE보다 모두 낮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

에 대한 결과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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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요인부하량
AVE CR 신뢰도

실재감→실재감1 0.723

0.622 0.868 0.897
실재감→실재감2 0.850

실재감→실재감3 0.810

실재감→실재감4 0.767

심상→심상1 0.848

0.474 0.723 0.884심상→심상2 0.634

심상→심상3 0.548

정보충족성→정보충족성1 0.610

0.619 0.889 0.907

정보충족성→정보충족성2 0.780

정보충족성→정보충족성3 0.845

정보충족성→정보충족성4 0.847

정보충족성→정보충족성5 0.826

심리적소유감→심리적소유감1 0.978

0.539 0.806 0.889
심리적소유감→심리적소유감2 0.878

심리적소유감→심리적소유감3 0.515

심리적소유감→심리적소유감4 0.402

제품 평가→제품 평가1 0.871

0.785 0.916 0.901제품 평가→제품 평가2 0.884

제품 평가→제품 평가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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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변수의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측정지표

Note: a(대각선):평균분산 추출값(AVE), b(대각선 위):상관계수, 

       c(대각선 아래):상관계수의 제곱

실재감 심상
정보

충족성
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실재감 0.622a 0.448b 0.626 0.665 0.490

심상 0.201c 0.474 0.552 0.504 0.339

정보

충족성
0.392 0.305 0.619 0.554 0.448

심리적
소유감

0.442 0.254 0.307 0.539 0.565

제품 평가 0.240 0.115 0.201 0.319 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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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증강현실 기술의 속성 인지 수준

1) 자극물 조작 검증 결과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운동화에 대해 제공된 텍스트 정보의 속성

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를 실용적(1점)-쾌락적(7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응답하였다. 두 제품 속성 정보 조건 사이에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실용적 속성 정보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제품 속성 정보의 

평균은 2.267, 쾌락적 속성 정보 집단에서의 평균은 5.042으로 나타났

다. 또한, 두 가지 제품 속성 정보 자극물에 따른 속성 정보 지각의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두 자극물이 각각 실용적 속성 정보, 쾌락적 속

성 정보로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5]에 

나타나있다.

[표 4-5] 자극물의 제품 속성 정보 유형 검증 결과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1점 실용적, 7점 쾌락적)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

검정

t-value 자유도 p

제품 속성 
정보

실용적 45 2.267 1.195
-10.605 91 0.000

쾌락적 48 5.04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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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 기술의 속성 인지 수준 검증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제품을 경험한 증강현실 기술을 실용적으로 인지

했는지, 또는 쾌락적으로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증강현

실 기술의 속성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를 실용적(1점)-쾌락적(7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전체 참여자의 평균값은 4.570이며 이는 기준값인 4와의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참여자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쾌락적으로 인지

하였음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증강현실 기술의 속성 인지 수준 검증 결과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1점 실용적, 7점 쾌락적)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검정

t-value 자유도 p

증강현실 기술의 
속성 인지 수준

93 4.570 1.741 3.157 9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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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동질성 

본 연구에서는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실험 조건에 연구 참여자들이 무작위 배정되었다. 이에 두 조건에 따른 

표본 집단의 동질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두 조건에 따른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 소득에 

대하여 카이제곱(χ2)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에 모든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동질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7]와 같다.

[표 4-7]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항목 구분

빈도

χ2 p실용적
정보집단

쾌락적
정보집단

연령
20대 35 43

2.393 0.122
30대 10 5

성별
남성 19 21

0.022 0.882
여성 26 27

학력
대학교 재학 12 12

0.322 0.851대학교 졸업 14 13
대학원 재학 이상 19 23

직업

무직 0 4

4.794 0.188
학생 30 30

일반사무직 9 6
기타 6 8

월평균 가
구소득

100만원 미만 7 6

1.482 0.830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 1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9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6

700만원 이상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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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체험 장소의 동질성 

소비자들이 증강현실에 기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제품을 탐색하는 장소는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Scholz & Duffy, 2018). 기존의 증강현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인공적

인 실험실 환경에서 피험자들이 증강현실을 경험하도록 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본인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제

품을 체험할 때 더욱 실제의 맥락에 가까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이 일어나는 공간적 맥락에 따라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공적인 환경에

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소비자는 주로 브랜드와 거래와 효

용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나(Dacko, 2017; Olsson et al., 2013) 사적

인 공간에서 제품을 경험하는 경우 더 가깝고 친밀한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감각(sense of self)에 더 집중할 수 있다(Scholz & 

Duffy, 2018).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몰입된 증강현실 경험을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택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제품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체험 장소가 소비자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두 조건에 따른 집단 간 제

품 체험 장소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카이제곱(χ2) 검정을 수행하여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제품 체험 

장소에서 동질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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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집단 간 제품 체험 장소의 동질성 검증

항목 구분

빈도

χ2 p실용적
정보집단

쾌락적
정보집단

체험장소

자택 36 37

5.828 0.120
직장 8 4

카페 1 6

기타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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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관여도의 동질성 

패션관여도란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 패션에 대한 흥미, 가치,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성

향이다(Zhang & Kim, 2013).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패션관

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패션 정보탐색 의도가 높으며 자신의 경험, 관

찰, 점포탐색 등 이전의 지식과 다양한 정보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Ku & Choo, 1996). 이에 따라 패션관여도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비자 특성 변수로서 정보탐

색, 쇼핑태도, 소비자 만족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패션 관여도는 최근 기술을 활용한 패션 관련 서비스에서

도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가상현실 점포 체험 시 경험이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느껴 

긍정적인 이용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희진 외., 2019). 이

에 따라 증강현실을 통해 제품을 탐색하는 맥락에서 패션관여도는 소비

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두 조건에 따른 집

단 간 패션관여도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표본

의 패션관여도에서 동질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패션

관여도는 전체 평균값이 4.966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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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집단 간 패션관여도의 동질성 검증

문항

평균

t-value p실용적 
정보집단

쾌락적
정보집단

패션은 나의 정체성 표현에 중요
하다.

5.089 5.458 -1.353 0.179

나는 패션에 매우 관심이 있다. 4.556 5.021 -1.543 0.126

나는 패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4.578 4.896 -0.996 0.322

패션은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다.

4.444 4.813 -1.120 0.266

나는 패션제품을 구매하거나 착

용할 때 큰 즐거움을 느낀다.
5.178 5.563 -1.371 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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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이 각각 심상과 정

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제 1,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심상, 정보충족성, 심리

적 소유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문제 3, 4, 5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를 통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성이 실재

감의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관한 연구문제 6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때, 실험에서 연구 참여자가 

가상 착용하는 운동화의 브랜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김상

훈 & 박현정, 2010) 모든 가설 검증 시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증강현실의 실재감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

증강현실의 특성인 실재감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1과 1-2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먼

저,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을 독립변

수로, 심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을 독립변

수로, 정보충족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제품 속성 정보는 두 비교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용적 정보 집단을 

1, 쾌락적 정보 집단을 2로 코딩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브랜드 인지

도와 선호도는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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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회귀분석 결과,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났으

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0]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재감은 심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410, p=0.000)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또한 실재감이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주효과가 나타

났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1]와 같다. 실재감은 정보충족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β=0.633, p=0.000) 나타나 가설 1-2

가 지지되었다. 즉, 실재감이 높을수록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높아지며,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의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도 실재감은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상하게 하며,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

공받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0] 심상에 대한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p<.001, 종속변수: 심상

Note: 제품속성정보는 1: 실용적, 2: 쾌락적 속성으로 코딩한 값임.

[표 4-11] 정보충족성에 대한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p<.001, 종속변수: 정보충족성

Note: 제품속성정보는 1:실용적, 2: 쾌락적 속성으로 코딩한 값임.

독립변수 β t-value p R R2 F값

실재감 0.410 4.253 .000

0.526 0.277 8.427***
제품속성정보 -0.217 -2.390 0.019

브랜드인지도 0.041 0.371 0.711

브랜드선호도 0.130 1.213 0.229

독립변수 β t-value p R R2 F값

실재감 0.633 7.235 .000

0.635 0.403 14.867***
제품속성정보 -0.041 -0.499 0.619

브랜드인지도 0.072 0.723 0.472

브랜드선호도 -0.109 -1.123 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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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에서의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

증강현실에서의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이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가설 2-1과 2-2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을 독립

변수로, 심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을 독립변수로, 정보충족성을 종속변

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2]와 같다.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품 속성 정보의 심상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4.443, p=0.038). 즉,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이 쾌락적 속성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보다 심상을 더 높게 느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반면에, 제품 속성 정보의 정보충족성

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F=0.145, p=0.705) 실

용적 속성 정보일 때 정보충족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표 4-12]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른 심상과 정보충족성 일원분산분석 결과

측정변수 독립변수 평균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

심상

실용적 정보 6.008

1 4.177 4.443 0.038

쾌락적 정보 5.583

정보충족성

실용적 정보 4.827

1 0.168 0.145 0.705

쾌락적 정보 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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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각각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서의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3-1과 3-2를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랩 기반의 매크로인 SPSS Process를 사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개효과

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 광범위한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접근법과 Sobel(1982)의 Sobel Test가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Baron & Kenny(1986)의 접근법과 Sobel(1982)의 문제점

을 개선 및 보완하고,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및 조

절효과를 별도의 추가과정 없이 한번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Process 분석 방법이 최근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Preacher & Hayes(2004)에 따르면 매개효과의 경우 정규분

포나 t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은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을 통해 통계치의 표본추출분포를 만

드는 방법으로서, 표본통계치에 대한 정규분포, t분포, 대칭분포 등의 어

떠한 가정도 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중요한 강점을 가진다

(Preacher & Hayes, 2004). 이에 따라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발전되고 있는 SPSS Process macro는 디폴

트 표본 수를 1천개로 설정하고, 관련변수를 입력하면 한번에 검정결과

를 보여주어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이현응,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Process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문제

들을 검증하였다. Preacher & Hayes(2004)에 따라 신뢰도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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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설정하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모든 매개분석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선호도를 공변수로 투

입하였다.

1) 심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심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

과에 관한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의 Model 4를 사

용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

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에서 신뢰구간의 최대값(UCLI)

과 최소값(L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

심상이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271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

은 LLCI=0.141, UCLI=0.456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심상의 제품 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아 심리적 소유감이 심상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

하였다. 따라서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3]와 [표 4-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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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1, *p<.05

[그림 4-1] 심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표 4-13]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1

[표 4-14]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계수1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심상→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0.271 0.079 0.141 0.456

경로 β SE t p

심상→제품 평가 0.112 0.125 0.894 0.374

심상→심리적 소유감 0.568 0.123 4.618 0.000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477 0.097 4.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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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충족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

개효과

정보충족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3-2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의 Model 4

를 사용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

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충족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모

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248의 값이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은 

LLCI=0.109, UCLI=0.463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심상의 제품 평가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심리적 소유감이 심상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

다. 따라서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5]

와 [표 4-16]에 제시하였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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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정보충족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표 4-15]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2

[표 4-16]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계수2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정보충족성→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0.248 0.087 0.109 0.463

경로 β SE t p

정보충족성→제품 평가 0.238 0.116 2.042 0.044

정보충족성→심리적 소유감 0.604 0.106 5.718 0.000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410 0.100 4.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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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순차적 매개효과 검

증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4-1과 

4-2를 SPSS Process의 Model 6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심상, 정보충

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

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공변수로 투입하였

다.

1)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먼저,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

에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6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간접경로 중 실재감이 심리적 소유감

을 거쳐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215의 값으

로 나타났으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은 LLCI=0.077, UCLI=0.423

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한 실재감이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036의 값이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은 LLCI=0.010, UCLI=0.103으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실재감의 제품 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실재감이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이 지지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7]와 [표 4-18]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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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실재감이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보다 심리적 소유감이 실재감과 제품 평가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경로의 간접효과 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비자가 실재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로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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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표 4-17]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1

[표 4-18]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계수1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실재감→심상→
 제품 평가

0.025 0.040 -0.052 0.110

실재감→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0.215 0.085 0.077 0.423

실재감→심상→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036 0.021 0.010 0.103

경로 β SE t p

실재감→제품 평가 0.180 0.119 1.523 0.131

실재감→심상 0.325 0.079 4.093 0.000

실재감→심리적 소유감 0.565 0.092 6.140 0.000

심상→심리적 소유감 0.292 0.113 2.591 0.011

심상→제품 평가 0.078 0.126 0.620 0.537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382 0.115 3.32 0.001



83

2)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

유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

에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6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간접경로 중 실재감이 심리적 소유감

을 거쳐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189의 값으

로 나타났으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은 LLCI=0.060, UCLI=0.373

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한 실재감이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051의 값이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은 LLCI=0.002, UCLI=0.150으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실재감의 제품 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실재감이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가 지

지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9]와 [표 4-20]에 

제시하였다. 다만, 실재감이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보다 심리적 소유감이 실재감과 제

품 평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의 간접효과 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실재감을 느끼는 것

만으로도 제품을 자신의 것처럼 느껴 긍정적인 제품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실재감이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는 경로

보다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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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1, *p<.05

[그림 4-4]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표 4-19]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표 4-20]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계수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실재감→정보충족성→

 제품 평가
0.104 0.076 -0.047 0.256

실재감→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0.189 0.081 0.060 0.373

실재감→정보충족성→

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0.051 0.035 0.002 0.150

경로 β SE t p

실재감→제품 평가 0.113 0.128 0.887 0.378

실재감→정보충족성 0.551 0.076 7.256 0.000

실재감→심리적 소유감 0.520 0.108 4.829 0.000

정보충족성→심리적 소유감 0.253 0.119 2.125 0.036

정보충족성→제품 평가 0.189 0.129 1.464 0.147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364 0.113 3.23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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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순차적 매

개효과 검증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과 심리적 소유

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5-1을 

SPSS Process의 Model 6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제품 속성 정보의 정

보충족성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가설 5-2는 검증하지 않

았다.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

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공변수로 투

입하였다.

1)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비교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용

적 속성 정보 집단을 1, 쾌락적 속성 정보 집단을 2로 코딩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세 개의 간접경로 중 제품 속성 정보가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116의 값이며 간접경로의 95% 신뢰구간은 LLCI=-0.296, 

UCLI=-0.023으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 속성 정보가 실용적 속성일 때 심상과 심리

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때, 제

품 속성 정보의 제품 평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심상과 심

리적 소유감이 제품 속성 정보와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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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21]와 [표 

4-2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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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1, *p<.05

[그림 4-5]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표 4-21]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2 

[표 4-22]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계수2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제품속성정보→심상→
 제품 평가

-0.046 0.060 -0.217 0.037

제품속성정보→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101 0.116 -0.101 0.365

제품속성정보→심상→
심리적 소유감→

 제품 평가
-0.116 0.065 -0.296 -0.023

경로 β SE t p

제품속성정보→제품 평가 -0.005 0.219 -0.024 -0.981

제품속성정보→심상 -0.410 0.195 -2.101 0.039

제품속성정보→심리적 소유감 0.212 0.238 0.892 0.375

심상→심리적 소유감 0.592 0.126 4.595 0.000

심상→제품 평가 0.111 0.130 0.858 0.393

심리적 소유감→제품 평가 0.478 0.098 4.88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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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 성향인 기술혁신성이 증강현실의 특성

인 실재감의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6에 대한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

가설 6-1을 검증하기 위해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혁신성이 조절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실재감을 

독립변수로 1단계에 투입하였고, 조절변수인 기술혁신성을 2단계에, 실

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3단계에 차례로 투입하였으며 심

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재감과 기술혁신성

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3의 설명력은 이전 모형보

다 증가하여 29.3%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성이 유의하였다

(F=7.212, p<.001). 실재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p=0.261), 

조절변수인 기술혁신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0.942, 

p=0.007). 또한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나(β=1.313, p=0.011) 실재감과 심상의 관계에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성이 높아질수록 실

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23], [그림 4-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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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종속변수: 심상

[그림 4-6] 심상에 대한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1 2 3

B(β) B(β) B(β)

실재감 .325(.404)*** .340(.424)*** -.290(-.361)

기술혁신성 -.075(-.098) -.721(-.942)**

실재감*기술혁신 .134(1.313)*

브랜드인지도 .054(.058) .069(.074) .067(.072)

브랜드선호도 .123(.122) .123(.122) .118(.117)

R2 .230 .239 .293

△R2 .230 .009 .054

F값 8.862*** 6.898*** 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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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재감이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

가설 6-2를 검증하기 위해 실재감이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성이 조절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실재

감을 독립변수로 1단계에 투입하고, 조절변수인 기술혁신성을 2단계에,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3단계에 차례로 투입하였으며 

정보충족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의 설명력은 이

전 모형보다 증가하여 41.7%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성이 유의하였

다(F=12.444, p<.001). 이 때, 실재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p=0.463), 조절변수인 기술혁신성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p=0.157). 또한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

아(p=0.134) 실재감과 정보충족성의 관계에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6-2이 기각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

과는 [표 4-24]와 같다.

  

[표 4-24] 실재감이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종속변수: 정보충족성

변수
1 2 3

B(β) B(β) B(β)

실재감 .551(.632)*** .549(.630)*** .186(.213)

기술혁신성 .007(.008) -.366(-.441)

실재감*기술혁신 .077(.697)

브랜드인지도 .076(.075) .075(.074) .074(.073)

브랜드선호도 -.121(-.111) -.121(-.111) -.124(-.114)

R2 .402 .402 .417

△R2 .402 .000 .015

F값 19.908*** 14.767*** 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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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재감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

    

심리적 소유감이 실재감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

함에 따라 실재감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성이 조절

하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재감을 독립변수로 1단계에 투입하고, 

조절변수인 기술혁신성을 2단계에,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변

수를 3단계에 차례로 투입하고 심리적 소유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변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의 설명력은 이전 단계보다 증가하여 

46.2%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성이 유의하였다(F=14.947, p<.001). 

실재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p=0.755), 조절변수인 기술혁신

성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p=0.177). 또한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β=0.893, p=0.047) 실재감과 심리적 

소유감의 관계에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성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소유감이 심상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4-25], [그림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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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실재감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혁신성

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종속변수: 심리적 소유감

[그림 4-7]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실재감과 기술혁신성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1 2 3

B(β) B(β) B(β)

실재감 .659(.655)*** .625(.621)*** .088(.087)

기술혁신성 .164(.171)* -.387(-.403)

실재감*기술혁신 .115(.893)*

브랜드인지도 -.089(-.076) -.122(-.104) -.124(-.106)

브랜드선호도 .030(.024) .030(.023) .025(.020)

R2 .410 .437 .462

△R2 .410 .027 .025

F값 20.632*** 17.072*** 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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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4-26]

과 같다. 

[표 4-26]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1-1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은 심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2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은 정보충족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1
증강현실에서 제품 속성 정보가 실용적 속성일 때 (vs. 
쾌락적 속성보다) 심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2
증강현실에서 제품 속성 정보가 실용적 속성일 때 (vs. 
쾌락적 속성보다) 정보충족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심리적 소유감은 심상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지지

3-2
심리적 소유감은 정보충족성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지지

4-1
실재감은 심상과 심리적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4-2
실재감은 정보충족성과 심리적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5-1
제품 속성 정보는 심상과 심리적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5-2
제품 속성 정보는 정보충족성과 심리적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6-1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증강현실의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지

6-2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증강현실의 실재감이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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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최신기술이 리테일 환경에 도입되어 소비자의 제품 경험을 풍부하

게 하며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움에 따라, 기술이 적용된 환경

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은 소비자가 위치한 환경에 실시간으로 가상의 콘텐

츠를 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간편

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구매에 관한 의사결

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증강현실이 적용된 패션 리테일 환경의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하며, 제품 정보를 획득하는 측면에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

션이 오프라인 매장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과 패션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

의 특성이 어떻게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

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93명의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험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익숙한 환경

에서 본인의 모바일 기기로 증강현실을 통해 운동화 제품을 체험한 뒤,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재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재감

은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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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제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며 자신

이 제품을 실제로 착용하는 것처럼 느낄수록, 제품에 대한 감각적 표상

이 더욱 명확하게 형성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성과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제품 속성 정보 유형으로서 실용적 속성 정보와 쾌락적 속

성 정보가 심상과 정보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쾌락적 속성 정보보다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받을 때 더 심상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정보를 지배적으로 제공하는 

증강현실에서 패션 제품에 관한 실용적 속성 정보를 함께 제공받았을 때 

제품에 대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이미

지에 정보를 채워 넣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품 속성 정보 유형에 따른 정보충족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조건

에서 공통적으로 제품의 가격, 사이즈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 속성 정보의 유형과는 상관 없이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 정보에 대한 충족성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한계가 나타

났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실질적인 구매 

결정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품의 쾌락적 속성과 실용적 속

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을 때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에 따른 정보

충족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를 통해 증강현실로 쇼핑

을 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였으나, 참여자들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

는 상황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한 경우 정보에 관한 인지적 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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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상은 정보가 감각적인 표상

으로 자연스럽게 마음 속에 그려지는 과정인 반면, 정보충족성은 정보의 

가치에 대해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요하므로 쇼핑 상황에 몰입하

지 못하는 경우 제품 속성 정보의 두 가지 조건에 따른 정보 평가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Process 분석을 수행한 결

과, 심리적 소유감은 심상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소유감은 정보충족성과 제품 평가 간의 관계

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심상과 정보충족성은 심

리적 소유감을 야기하며,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하였다. 

넷째,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구체적인 심리적 반응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Process 분석 결과, 실재감은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

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재감은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구체

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 실재감은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실재감은 증강현실에서 소비자 반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심리적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품 

속성 정보는 심상과 심리적 소유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할 

때 심상이 높아지는 것은 심리적 소유감에 매개되어 제품 평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여, 패션 제품에 대한 감각적 정보가 주로 제공

되는 증강현실에서 실용적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제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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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혁신성이 실재감의 효과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

성이 높을수록 실재감이 심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실재감의 정보충족성에 대한 효과는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 따라 기술혁신성은 실재감의 심

리적 소유감에 대한 영향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강현실

이 적용된 리테일 환경의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기술혁신성은 심상, 심리

적 소유감과 더욱 관련이 있는 소비자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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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 패션 제품을 탐색할 때의 실재감과 제품 

속성 정보가 제품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

정에서 심상, 정보충족성과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혁신성의 소비자 반응에 대한 조절효과도 함께 알

아보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제품을 탐색하는 상황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

다. 특히, 증강현실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구성 

개념인 실재감이 효과적인 제품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 실재감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제품에 대한 표상과 이미

지를 선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과 관련된 인지적 성과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긍정적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재감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와 정보를 얻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증강현실에서는 가상현실과 달리 사용자가 다른 세계로 이

동한다는 느낌이 없이도 가상의 콘텐츠와 병합된 실제 환경에 대해 실재

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반영하여, 증강현실에서의 실재감의 개념에 대해 

재정의하고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실재감을 가상 콘

텐츠로 표현된 제품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실재감과 가상의 콘텐

츠와 혼합된 소비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실재감으로 측정하여 그 효

과를 확인함으로써, 증강현실의 실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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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에 대해 시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증강현실을 통한 쇼핑 상황에서 제품 속성 정보 유형의 영

향을 파악한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증강현실 관련 연

구들은 주로 증강현실의 기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증

강현실이 적용된 리테일 환경에서 제품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

자 반응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제품 속성 정보의 유형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여 증강현실을 통해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 제시 방식을 확인한 연구라는 강점을 지닌

다. 

셋째, 증강현실에서의 심상, 정보충족성의 중요성을 규명했다는 데

에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증강현실이 야기할 수 있는 실

용적, 쾌락적 가치를 병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증

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심상과 정보충족성을 느끼게 되는 

경로를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로서 심리적 소유감이 제품 평가

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의 맥락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구체적인 심리적 반응을 거쳐 제품을 평가하게 되는지의 구체적

인 경로를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증강현실 맥락에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

비자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기술혁신성은 소비자가 기술을 더 잘 수

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에 의

해 야기된 실재감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소비자들이 증강현실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는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증

강현실에 대한 리테일 연구들에서는 소비자들이 주로 시계, 선글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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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 제품을 착용해보는 상황에서의 증강현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면, 본 연구는 증강현실에서 운동화를 가상 착용해보는 상황에서 소비자

의 반응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품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증강현실이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대해 긍정적인 구

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의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들을 

뒷받침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실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

인 맥락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높인 증강현실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증강현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인공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

어 왔으나, 본 연구는 소비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본

인의 모바일 기기로 증강현실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실험실의 환경보다 자유롭게 제품을 경험하면서 실제 증강현실의 사용 

맥락에서 느끼는 감정과 반응에 보다 가까운 응답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자극물의 체험 여부에 대한 검증, 제

품 체험 장소의 동질성 검증을 통해 비대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 맥락에 보다 가까운 결과를 도출함으로

써 실험 방법과 연구 결과에 있어 타당성을 높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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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제품 구매 및 마케팅 용도의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이 패션 영역에서도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본 연구는 증강현

실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규명을 통해 실무적인 시

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증강현실을 통해 제품을 경험하는 것이 오

프라인 매장에서의 제품 정보 획득 및 착용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제품에 관한 정보 획득의 관점

에서, 증강현실을 통해 느끼는 실재감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이미지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품이 마치 본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소유감까지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증강현실 기술을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제품 경

험을 대체하여 긍정적인 제품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된 실재감의 효과와 함께 실

재감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

고 있는 바(Scholz & Duffy, 2018),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패션 제품을 어떻게 구현하고 제시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설

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강현실이 적용된 리테일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제품 

속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는 증강현실이 단지 패션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는 데에서 나아가, 제품 및 제품과의 적합성에 대한 통합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리테일 환경으로서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

라 증강현실에서 제품 속성 정보가 실용적 속성 정보일수록 소비자 반응

이 향상되어 제품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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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게 제품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증강현실이 제공하는 시각적 정보 

위주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 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소비자들이 증강현실에서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미

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탐

구해야 할 것이다. 즉, 증강현실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에 병합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임을 시

사한다. 

또한, 소비자의 특성인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 증강현실을 통한 제

품 제시 방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

운 기술에 우호적이며 수용적인 소비자일수록 증강현실 마케팅에 효과적

인 타겟 소비자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증강현실을 통한 패션 제품 경험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로

서 심리적 소유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자와 제

품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연결하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패션 제품 및 브

랜드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본 연

구에서 증강현실의 실재감은 심리적 소유감에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증강현실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거나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와 제품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

자일수록 실재감의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효과가 더욱 강해지며, 심상과 

정보충족성이 심리적 소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 반응으로 규

명된 바, 심리적 소유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과 소비자 유형을 파악

하여 전략을 수립한다면 증강현실을 활용한 마케팅을 더욱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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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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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의 주 연령층인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패션제품을 체험하

도록 하였다. 이에, 20-30대 소비자들의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경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결과를 모든 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의 연령대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나이가 많은 소비자

일수록 20대의 소비자들에 비해 리테일러의 웹사이트에 더욱 관대한 평

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각적 처리 과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Im & Lee, 2014). 특히 증강현실은 새로운 기술이

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에 따른 정보처리과정이나 반응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증강현

실 경험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설계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품 속성 정보를 시나리오로 제시하면서 연

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에서 텍스트 정보를 함께 제

공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제품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는 증강현실 어플

리케이션이 상용화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서, 텍스트 정보를 포함한 어플

리케이션을 연구자가 직접 구현하는 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텍스트 정보를 증강현실 화면에 함께 나타내지 않고 별도

의 시나리오로 제시함으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텍스트 정보보다 상대적으

로 시각적 정보인 증강현실 화면에 더욱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품 속성 정보를 증강현실에 직접 구현하여 소비자 

반응에 대한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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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증강

현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제품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리테일 환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구매 실패에 따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에 따른 만족과 위험에 대

한 반응을 확인한다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증강현실의 

실질적인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증강

현실로 제품을 체험하도록 한 후 설문을 수행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자택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증강현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일부 직장이나 카페 등의 공적인 장소에서 제품을 체험하기도 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품 체험 장소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집단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장소에 따라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증강현

실을 체험하는 장소와 맥락을 고려한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연구해본다

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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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프로토콜

1) 연구설명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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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 개념 제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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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속성 정보: 실용적 속성 정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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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속성 정보: 쾌락적 속성 정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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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동 의 서

연구과제명: 증강현실에서의 패션 제품 가상 착용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임자명: 김혜경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1. 나는 연구에 대한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연구 참여에 대하여 의

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질문이 있을 시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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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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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동의 표시는 이 동의서의 항목들에 대해 이해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

함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증강현실에서의 패션 제품 가상 착용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 조사입니다. 조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의 응답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설문자료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저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션마케팅 연구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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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위의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① 예(동의함)

② 아니요(동의하지 않음)

n 이제 당신이 경험한 증강현실에 대한 설문이 진행됩니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체험을 떠올리며 해당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1. 다음은 제품 및 서비스 경험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체험을 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1
운동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

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운동화가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졌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실제로 운동화를 착용한 것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제품을 착용한 내 모습이 실제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운동화를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이 느
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와 운동화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1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운동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미지나 

장면이 떠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운동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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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항들은 증강현실로 경험한 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이 증강현실 서비스는, 

1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충분한 

내용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에게 유용한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1 내가 이 운동화를 가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운동화가 마치 내 물건인 것 같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운동화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

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실제로 이 운동화를 가지고 있
다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1
이 운동화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운동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운동화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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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문항은 귀하에게 제공된 텍스트 제품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문항입니

다. 다음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 실용적 속성: 기능, 성능, 소재, 착용감 등 기능적, 수단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적

인 측면과 연관된 속성 

* 쾌락적 속성: 컬러, 실루엣, 디자인, 이미지 등 미적이거나 감각적이며 심리적, 감성적 

측면과 연관된 속성

4. 다음 문항은 귀하가 경험한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 실용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기능, 목표,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다. 

* 쾌락적: 새로운 것이 많아 즐겁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방금 경험한 브랜드에 대한 평소의 인지와 선호에 관한 문항입

니다. 해당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①실용적 ……………………… ⑦쾌락적

1

운동화에 대해 제공된 텍스트 제품 

정보는, 운동화의 (실용적 – 쾌락적) 

속성이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문항 ①실용적 ……………………… ⑦쾌락적

1
내가 방금 경험한 증강현실 기술은, 

(실용적 – 쾌락적) 이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디다스(adidas) 브랜드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아디다스(adidas) 제품을 잘 알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아디다스(adidas) 브랜드를 좋

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아디다스(adidas) 제품을 좋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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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기술과 패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

는 문항입니다. 해당 설문 문항들을 읽고 동의하는 정보를 체크하여 주십시

오.

  

7.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1) 당신이 이 증강현실 체험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자택 

② 직장(회사, 연구실 등)

③ 기타(카페, 도서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____________

2) 귀하의 연령을 만 나이로 응답해주십시오.

만 ________ 세

3)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설문 문항 ①전혀 그렇지않다 ……… ⑦매우 그렇다

1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새로운 기술

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패션은 나의 정체성 표현에 중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패션에 매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패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패션은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패션제품을 구매하거나 착용할 

때 큰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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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가 최근 3개월 동안 증강현실(AR)을 체험한 횟수는 몇 회 정도입니까?

① 0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일반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기술직

⑧ 기타

9)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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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ugmented Reality’s 

Presence and Product Information on 

Fashion Product Evaluation

Hae Kyung Kim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innovative technologies are introduced into the retail 

environment to enrich the consumers' experience and help them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consumers 

respond to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y is applie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s an immersive technology, merges virtual content to 

the environment where the consumer is located in real-time and helps 

consumers to easily experience the mediated environment with their 

mobile devices. With the introduction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both online and offline in the fashion industry, consumers can interact 

with fashion brands in their daily lives and get vivid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A retail environment in which augmented reality is applied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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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important crucial roles for consumers in searching for and acquiring 

information about fashion products. However, research on augmented 

reality in the fashion field is still in its early stage and has focused on 

the values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t a basic level. Also, little 

studies have examined how different types of product information affect 

consumers’ psychological responses in the context of a shopping 

environment to which augmented reality is appli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paths which consist of consumers' psychological 

responses in the retail environment in which the technology is introduced 

in a more detailed way.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attribute of the 

product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consumers' 

emotions, choices, and brand attitudes,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effect of fashion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on consumers’ responses 

in augmented rea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resence and 

fashion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on product evaluation in 

augmented reality. Firs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esence and fashion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on imagery and 

information fulfillment.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how presence and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affect product evaluation by mediating 

imagery, information 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ownership. At the 

same time, the study identifies a moderating role of consumers’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in the effect of presence on consumers’ 

responses in augmented reality.

Experiments and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who had online or mobile shopping experience. Based 

on the preliminary research, the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that 

provides the virtual fitting service with sneakers was select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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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to be experienced by research participants. During the 

experiments, participants experienced sneakers through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with their mobile devices in an environment they were 

familiar with and then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SPSS 24.0 

program and Mplus 7.0 program were used for analyses. 

The findings of the study based on the collected 93 responses 

showed the positive effect of presence on imagery and information 

fulfillment. Moreover, consumers felt a higher imagery when provided 

with utilitarian attribute information than with hedonic attribute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formation fulfill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Secondly, both imagery and information fulfill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evaluation, and each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psychological ownership.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nd product evaluation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imagery and psychological owner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nd product evaluation was also sequentially mediated by information 

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ownership.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was found to affect product evaluation by sequentially mediating imagery 

and psychological ownership. Consumers who were provided with 

utilitarian attribution information felt a higher imagery, which led to a 

higher psychological ownership and a more positive product evaluation. 

Lastly, consumers’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 of the presence on imagery and also the effect of presence on 

psychological ownership.

The current study provides several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can 

effectively help consumers make decisions when exploring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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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This study gives critical insights to fashion brands that they 

should develop virtual fitting service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ugmented reality and the components that can be merged with the 

technology in a more holistic perspective of view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ugmented reality marketing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and consumers can make consumers have higher 

imagery, information 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ownership which 

ultimately leads to a more positive evaluation of products. These findings 

help brands to build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using technology to 

form an intimate and close relationship with consumers in the long-term.

As limitations, this study presented product attribute information as 

a scenario. However, it would be more ideal to directly implement the 

product's attribute information in augmented reality to identify consumers' 

responses more clearly. Moreover, in this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at places where they felt comfortable 

and were familiar. In specific, most participants tried on the product at 

home, but some of them experienced at other places such as workplaces. 

Accordingly, it would be interesting to study deeper on how places and 

contexts in which consumers use augmented reality affect their responses.

Keywords : Augmented Reality, Presence, Product Attribute Information, 

Product Evaluation, Imagery, Information Fulfillment, Psychological 

Ownership

Student Number : 2018-2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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