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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환경에서 국내 공연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모바

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

연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소비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증강현실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지각된 정보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의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대면 환경에서 국내 공연계의 새로운 도약과 가치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consumers of mobile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in order to suggest implications necessary for finding a way for the domestic performance industry to take a new leap forward 

in a non-face-to-face environment.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on 225 colleg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watching 

online performance based on mobile augmented reality,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First of all, Perceived augmented real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Perceived augmented reali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but perceived informativenes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Perceived informativene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user satisfaction, bu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user satisfaction. In order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of mobile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a communication strategy that can increas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is 

required.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derives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seeking a new leap forward and value for 

the domestic performance industry in an non-face-to-fa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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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환경이 확산되면서 증강

현실(AR) 기반 온라인 공연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4

월 K팝 그룹 슈퍼엠은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온라

인 맞춤형 콘서트를 실시하여 전 세계 7만 5,000명의 팬들이 동

시 참석하는 계가를 올렸고, 같은 기간 6월에는 뮤지컬 ‘모차르

트’가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기술+뮤지컬’의 콜라보로, LG유

플러스의 U+AR앱을 통해 서비스되었다. 증강현실 기반 온라

인 콘텐츠는 거리적 제약 없이 오프라인 공연보다 비교적 저렴

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

대의 새로운 대중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

히,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뮤지컬 ‘모차르트’는 실제 배우와 무

대 이미지를 재현해서 만든 3D AR오르골 영상으로 360도 원하

는 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확대 및 반복이 

가능하며, 증강현실 포토스티커로 주인공들과 생동감 있는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찍은 사진은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새롭고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준다.

현재 증강현실 콘텐츠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형태는 증강

현실 글래스(AR glasses)나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es)가 가

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과 공연이나 전시 등에 대한 문화적 욕구의 확산에 따라 온

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증강현실 콘서트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

다. 예컨대, CJ ENM은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POP 콘서트

로 대체하였고, SM엔터테인먼트는 ‘비욘드 라이브’ 공연을 열

기도 하였다[1]. 또한 스마트폰의 GPS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

스에서부터 카메라, 중력센서(Gyroscope), 가속센서

(Accelerometer), 전자 나침반(compass) 등의 다양한 입력센터의 

발달로 인해 모바일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증강현실 콘서트

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

현재 공연계에서 증강현실이 가상현실보다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콘텐츠가 구현되는 기술적 특성과 시장 환경, 그리고 소

비자의 접근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콘텐츠 구현과 관련된 기술

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상현실은 현실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

에서 구현되는데 반해 증강현실은 현실공간에 사물을 덧씌우

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가상공간보다 높은 수준의 프

레즌스(presence), 즉 현존감을 제공한다. 둘째, 시장 환경 측면

에서 증강현실은 5G를 기반으로 한 국내 네트워크 환경에 더해 

통신사들과 전자상거래 기업, 콘텐츠 기업 등이 증강현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증강현실 기반 콘텐

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셋째,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상현실은 체험과 몰입을 

위해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전용기기가 필요하지

만 증강현실은 증강현실 관련 앱만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쉽게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3]. 특히, HMD 기반의 VR 콘텐

츠는 사용자의 몰입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증

강현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장치이기 때

문에 실용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다. 또한 시각피로나 사이

버멀미, 위생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증강현실

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증강

현실이 구현되는 비접촉성을 띤다[4]. 그러므로 증강현실 기반 

기술과 특성, 소비자환경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도 소비

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실감 있는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증강현실 기반 기술은 슈퍼엠이나 뮤지컬 ‘모차르트’

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콜라보를 통해 5G 

실감형 콘텐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공연계 전반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기반의 맞춤형 공연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내 공연계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새롭게 도

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공연

계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맞춤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모바일 증강현실이 갖는 한계점도 무시할 수 없다.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

면 언제라도 이용 가능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나 얼굴 

인식 관련 에러(error)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5]. 특히,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시스템으로 인해 매 프레임마다 서버로 전

송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측면의 기술적, 시스템적 어려움과 함

께 이용자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이용자 편리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며, 

그에 따른 몰입감 저하라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6]. 이러한 

점은 그 동안 증강현실 관련 연구들이 다분히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최종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측면의 요구

와 관점은 일정 부분 간과되어 왔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7].

현 시점에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자 경험과 만족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반 공연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연구

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증강현

실 기반 온라인 맞춤 공연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새롭게 탐색하

는 차원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환경

에서 국내 공연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요구되는 관련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증강현실과 온라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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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증강현실은 콘텐츠 비즈니스 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로 간주된다. 이는 증강현실이 실제 세계에 가상의 기술을 

겹치게 함으로써 마치 실제 세계의 일부 인 것처럼 나타내기 때

문이다[8,9]. 현재 증강현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바로 구현이 가능하다. 즉,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PC(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가상의 객체

를 실제 환경에 투영시키고 소비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

능해지면서 소비자에게 이전과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10]. 

이에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은 소비자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

함으로써, 소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11]. 즉, 프로

세서, 디스플레이, 트래커(tracker), 그래픽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고도화로 인해 증강현실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문

화유산, 의료, 교육 및 훈련, 관광, 네비게이션, 소셜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10]. 이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

일과 사람들의 소비 관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구현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소비자 삶의 질 향상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12]. 이에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은 소비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얻어 냄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나 구매행동 개선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13,14].

2-2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 만족요인

사용자 만족도(US: User’s Satisfaction)는 소비자가 특정 경

험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경험

을 하였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평가로[15], 소비자가 증강현실

에 대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사용

자 만족감으로 이어진다[16,17].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통해 얻

게 되는 다양한 경험적 가치들은 결과적으로 사용자 만족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

들에 기초하여 사용자 만족을 결정하는 증강현실의 경험적 가

치로 지각된 증강현실과 지각된 정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을 상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된 증강현실(PA: Perceived Augmentation)은 가상의 

객체가 현실세계의 실제 객체로 경험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15,18,19,20],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통해 구현되는 경험이 현

실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 기술에 의해 매개된 경험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증강현실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21]. 이에 지각된 증강현실은 소비자의 전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22].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

된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23], 사용자 만족도를 결정하

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된다[15].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기

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소비자의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유용성과 정적 관

계가 있을 것이다.

H2. 소비자의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즐거움과 정적 관

계가 있을 것이다.

H3. 소비자의 지각된 증강현실은 사용자 만족도와 정적 관

계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정보성(PI: Perceived Informativeness)은 소비자에게 

유용하거나 명확한 정보제공 등 정보품질과 관련된 속성으로

[24], 소비자가 증강현실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어떻게 인식

하는가의 문제는 증강현실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채택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25].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유용성이나 지

각된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 연

구들에 따르면,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

움과 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26]. 또한 지각

된 정보성은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에 일

정한 영향을 미친다[27,28]. 특히, 지각된 정보성은 증강현실에

서도 강조되는 핵심 속성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을 

디지털 정보를 제공한다[29]는 점에서 지각된 정보성 수준에 따

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소비자의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다.

H5. 소비자의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즐거움과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다.

H6. 소비자의 지각된 정보성은 사용자 만족도와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PU: Perceived Usefulness)은 정보기술 및 정

보시스템 수용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수용모델(TAM)의 주요 구성개념 중 하나로, 다양한 

메타분석을 통해 그 유효성이 이미 증명되었다[30,31]. 특히, 지

각된 유용성은 기술의 성공적 채택이나 수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32],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 이용으로부터 기대

하는 이익이나 혜택, 즉 유용성은 혁신의 새로운 가치를 의미한

다[33]. 여러 연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증강현실이 가지는 고

유한 속성으로, 소비자 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시하

고[13],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23], 구매의도[34] 또는 

고객의 참여를 높이거나 개선[35]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도와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즐거움(PE; Perceived Enjoyment)은 기술수용모델의 

또 다른 핵심적 속성으로,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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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36]. 여러 연구들에서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은 사용자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적 경험을 제

공하는데 효과적이며[29], 이는 증강현실이 가지는 고유한 속

성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13]. 지각된 즐거움과 사용자 만

족도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다. 즉, 소비자의 증

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이다[37]. 실제로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의 만족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보고되었고[19,23,38], 나아가 수용성

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속성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24]. 이상

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소비자의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도와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모바일(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을 통

해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을 관람하거나 시청한 경험이 있

는 국내 거주 19세 이상의 남녀대학생으로, 2020년 10월에 인

터넷조사업체를 통해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 관람이나 시청 경험 유

무를 확인하고, 관람이나 시청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총 225부를 수집,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90명(40.0%), 여성 135명

(60.0%)으로 조사되었고, 20세 미만 99명(44.0%), 21-23세 85명

(37.8%), 24세 이상 41명(18.2%)으로 확인되었다.

3-2 측정도구

1) 지각된 증강현실

본 연구에서 증강현실의 질은 Rauschnabel, Felix와 

Hinsch[2019]가 사용한 문항[19]을 참조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실제

로 현실세계에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증

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이 마치 내 방으로 옮겨 진 것 같은 느

낌을 받았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지각된 정보성

본 연구에서 지각된 정보성은 Rese, Schreiber와 Baier[2014], 

Rese, Baier, Geyer-Schulz와 Schreiber[2017]가 사용한 문항

[24,26]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주요 문항은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은 내가 기대했던 정보를 보여주었다’, ‘증강

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은 나에게 뮤지컬 관련 자세한 정보를 제

공하였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지각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Moon과 Kim[2001], Sun[2016]

이 사용한 문항[39,40]을 참조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주요 문항은 ‘증강현실 기반 온

라인 공연은 유용하다’,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은 나의 욕

구를 충족시켜 준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지각된 즐거움

본 연구에서 지각된 즐거움은 Manis와 Choi[2019]가 사용한 문

항[41]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3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1점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에서 7점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였다. 주요 문항

은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을 보는 것이 즐겁다’,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을 보는 것은 재미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5) 사용자 만족도

본 연구에서 증간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에 대한 사용자 만족

도는 Poushneh[2018]가 이용한 문항[15]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였다. 주요 문항은 ‘나는 전반적으로 증강현실 기반 온

라인 공연에 만족한다’,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을 경험한 

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3-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주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에

는 모델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절대적합지수(Normed χ2, 

RMSEA, RMR)와 증분적합지수(NFI, IFI, CFI)를 활용하였고, 

적합기준은 Normed χ2=3.00 이상, RMSEA=.08~.10 이하, 

RMR=.06 이하, NFI=.90 이상, IFI=.90 이상, CFI=.90 이상이면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Normed χ2=1.98, RMSEA=.06, RMR=.06, NFI=.90, 

IFI=.95, CFI=.95로 모두 적합기준을 충족하였고, 표준화경로

계수(β)는 .51~.8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지각된 증강현실 .82, 지각

된 정보성 .87, 지각된 유용성 .83, 지각된 즐거움 .81, 사용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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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82로 나타나 사회과학 수준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신

뢰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β S.E. t

03. I actually felt like watching a 
performance in the real world ← 
Perceived augmentation

.68 - -

02. I felt as if an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 
had moved into my room ← 
Perceived augmentation

.83 .12 10.58***

01. I felt like the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 
was real ← Perceived augmentation

.83 .11 10.60***

07. The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 showed the 
information I was expecting ← 
Perceived informativeness

.81 - -

06.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provided me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musicals 
← Perceived informativeness

.73 .07 12.03***

05.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gave me complete 
information about musicals ← 
Perceived informativeness

.81 .07 14.20***

04.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provided helpful 
information to me ← Perceived 
informativeness

.82 .07 14.02***

12.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are helpful for 
viewing ← Perceived usefulness

.74 - -

11.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are effective ← 
Perceived usefulness

.51 .09 7.67***

10. Online performances based on 
augmented reality are useful ← 
Perceived usefulness

.72 .08 11.10***

09.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increase efficiency ← 
Perceived usefulness

.76 .08 11.83***

08.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satisfy my needs ← 
Perceived usefulness

.75 .09 11.63***

15. It is fun to watch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 Perceived enjoyment

.78 - -

14. It is pleasant to watch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 
Perceived enjoyment

.73 .08 11.76***

13. It is interesting to watch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s ← Perceived enjoyment

.80 .08 12.95***

18. Overall, I am happy with the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 ← User’s satisfaction

.72 - -

17. For me, the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 
was a satisfying experience ← 
User’s satisfaction

.76 .10 11.06***

16. It gave me pleasure to experience 
an augmented reality-based online 
performance ← User’s satisfaction

.86 .09 12.22***

*** p<.001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1. Confirmative analysis

3-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의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정보성(r=.55, p<.01), 지각된 유

용성(r=.62, p<.01), 지각된 즐거움(r=.57, p<.01), 사용자 만족도

(r=.54, p<.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정

보성은 지각된 유용성(r=.79, p<.01), 지각된 즐거움(r=.72, 

p<.01), 사용자 만족도(r=.64, p<.01)와 정적 상관을 형성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즐거움(r=.76, p<.01), 사용자 만족도

(r=.73,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지각된 즐거움도 사용자 

만족도(r=.77,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1 2 3 4

1. Perceived augmentation -

2. Perceived informativeness .55** -

3. Perceived usefulness .62** .79** -

4. Perceived enjoyment .57** .72** .76** -

5. User’s satisfaction .54** .64** .73** .77**

** p<.01

표 2. 상관관계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의 Table 3과 같다. 가설 1과 관련하여 지각된 증강현실이 지각

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증강현

실은 지각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β=.23, t=5.48, p<.001). 가설 2와 관련하여 지각

된 증강현실이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즐거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24, t=4.65, p<.001). 가

설 3과 관련하여 지각된 증강현실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증강현실은 사용자 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β=.07, t=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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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가설 4와 관련하여 지각된 정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β=.70, t=16.67, p<.001). 가설 5와 관련하여 지각된 정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정

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58, t=11.08, p<.001). 가설 6과 관련하여 

지각된 정보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정보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β=.04, t=.55, p>.05). 가설 

7과 관련하여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33, t=4.00, 

p<.001). 가설 8과 관련하여 지각된 즐거움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 만

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β=.52, t=7.95, p<.001).

β S.E. t

H1
Perceived augmentation → 
Perceived usefulness

.23 .03 5.48***

H2
Perceived augmentation → 
Perceived enjoyment

.24 .04 4.65***

H3
Perceived augmentation → 
User’s satisfaction

.07 .04 1.43

H4
Perceived informativeness → 
Perceived usefulness

.70 .03 16.67***

H5
Perceived informativeness → 
Perceived enjoyment

.58 .04 11.08***

H6
Perceived informativeness → 
User’s satisfaction

.04 .07 .55

H7
Perceived usefulness → 
User’s satisfaction

.33 .08 4.00***

H8
Perceived enjoyment → User’s 
satisfaction

.52 .06 7.95***

*** p<.001

표 3. 경로분석

Table 3. Path analysis

그림 1. 경로모형

Fig. 1. Path model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가설을 중심으로 결과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1, 가설2와 관련하여 지각

된 증강현실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증강현실은 지각된 유용성(β=.23, 

t=5.48, p<.001), 지각된 즐거움(β=.24, t=4.65, p<.001)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강현실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각

된 유용성이나 지각된 즐거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증강현실이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23].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객체를 겹쳐 보이게 하므로 가상현실보다 현존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21,22]. 높은 수준의 현존감은 결과적으로 정

보와 감각의 확장,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의 경험적 가

치를 높이므로, 증강현실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험적 가치로 이어짐을 의미한다[42]. 따라서 증

강현실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도 

높아졌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가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을 관람하면서 증강현실을 높게 지각할수록 현존

감 높은 정보와 감각,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적 가치를 통해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3과 관련하여 지각된 증강현실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증강현실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β=.07, t=1. 43, p>.05). 이 

같은 결과는 지각된 증강현실이 소비자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

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15]들과는 상반된다. 다

만, 소비자 관점에서 증강현실에 대한 품질이 만족도를 결정하

고,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은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3]는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증강현실 기반 온

라인 공연에 있어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증강현실 관련 품질이 

만족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후속연

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설4, 가설5와 관련하여 지각된 정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정보성은 

지각된 유용성(β=.70, t=16.67, p<.001), 지각된 즐거움(β=.58, 

t=11.08, p<.001)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정보성을 높게 지각

할수록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정보성이 지각된 유용성이

나 지각된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

들의 결과를 반영한다[24,26]. 증강현실은 이전의 다양한 기술

적 수단과 비교하여 사용자 경험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

게 높은 수준의 현존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품질에 있어

서도 높은 효율성을 지닌다[24]. 따라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을 관람하면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보성은 정보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975 http://www.dcs.or.kr

품질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지각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6과 관련하여 지각된 정보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정보성은 만족도(β=.04, t=.55,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의 결과는 소비자의 지각된 정보성이 만족도에 일정한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27,28]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지

각된 정보성은 증강현실의 핵심 속성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

보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제공되는 정보, 제품이나 서비

스(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과 구현되는 증강현실의 질), 시스템 

등 다양한 속성에 의해 영향[29]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의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

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설7, 가설8과 관련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도(β=.33, t=4.00, p<.001)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지각된 

즐거움 역시 만족도(β=.52, t=7.95, p<.001)와 정적 관계를 형성

한 것으로 나타나 유용성과 즐거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도

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지각된 유용

성[23]과 지각된 즐거움[19,37]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

을 형성한다. 지각된 유용성은 새롭거나 혁신적 기술의 만족도

를 결정하는 요소이고[13], 지각된 즐거움 역시 소비자에게 재

미있고 즐거운 순간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만족감을 높이는 

요인이다[29].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이나 지각된 즐거움은 소

비자의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연 만족도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의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중 지각된 즐거움(β=.52)이 지각된 유용성(β=.33)보

다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증강

현실을 통해 구현되는 온라인 공연에 있어 지각된 즐거움이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면,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특

히, 지각된 유용성이나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증강현실과 지

각된 정보성을 통해 결정되므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에 있어서 지각된 증강현실과 지각된 정보성을 연계한 홍

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점에 노출된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바일 증강현

실 기반 온라인 공연에 있어서 소비자 만족도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각된 증강현실을 포함하여 지각된 정보성,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즐거움, 그리고 만족도 등은 시청이나 관람의도 

등 소비자의 행위의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의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의 증강현실에 대한 이해도는 연구결과에 일정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콘

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편리성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족도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의 소비자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 이용자 편리성 측면을 포

함한 이용자 환경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새롭게 시도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공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적 측면의 수용성에 초

점을 둠으로써 이용자 편리성 등의 환경 요인이 간과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모바일 증강현실 기

반 온라인 공연의 전반적 수용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조사대상

자의 증강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사전 검토하고, 실질적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이용자 환경 측면의 요인들과 더불어 행위의도

를 반드시 포함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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