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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클림트 인사이드(2017)>전시에서 사용된 <스토클렛 저

택의 장식벽화(Stoclet Frieze)> VR 앱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하 PU)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이하 PEOU)의 평가에 초점을 맞

추었다. VR 앱의 학습적합성(SFL)이 감상적합성(SFA)보다 높게 평가된 PU의 경우, 학습유용성(UFL)과 감상유용성(UFA)의 

모든 요인이 만족도(DO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시환경에서의 VR 앱의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부여 및 감상 지원

에 대한 잠재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PEOU의 모든 요인들은 DOS뿐만 아니라 DOI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본 연구

를 통해 TAM의 PU와 PEOU의 ATUA(DOS 및 DOI) 및 BITUA(ITRA(1) 및 ITRA(2))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됨에 따라, 

두 변수는 사용자의 VR 앱에 대한 기술 수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했으며, 결론적으로 예술작품 원작을 재매개한 VR 앱에 

대한 평가모델로써 TAM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키워드: 브이알 애플리케이션(VR application),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이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만족도(Degree of Satisfaction), 몰입도(Degree of Immersion)

I. Introduction

오늘날 관람객의 참여 증진과 몰입 및 다감각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담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박물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1].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박물관에서 사용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기술

은 시공간의 여행뿐만 아니라 공간부족이나 보존상태의 취약성으로 

인해 전시가 불가능한 소장품, 현존하지 않거나 일부가 유실된 유물의 

재현이나 가상복원 등의 시각화를 가능케 한다. VR 기술은 360도 

시각과 입체영상을 통한 몰입감, 사용자의 위치 기반의 시점, 사용자의 

행위에 반응하는 실시간의 인터랙션과 퍼포먼스와 다감각적 경험을 

제공해준다 [2]. 2015년 HMD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대영박

물관(British Museum)은 청동기 시대의 원형 주거환경을, 런던의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은 고생대의 해양생태계를 

VR 기술로 재현해서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최근에는 반 고흐를 

비롯한 거장의 예술작품을 VR 기술로 재매개한 애플리케이션이 

상용화 되고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현재까지 실제 전시환경에서 해석매체로써 VR 애플리케이션(이하 

VR 앱)의 가치나 학습 또는 감상 도구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실증적으

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 고흐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VR 앱에 대한 사용자 평가[3]와 대영박물관

의 청동기 시대 주거환경에 대한 VR 앱 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종합해 보면[4], VR 앱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각각적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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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면서 의미생성과 함께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부여했으며, 

감상 측면에서는 즐거움과 상상력의 충족, 상호작용, 몰입적 경험을 

증진시키면서 사용자에게 역동성을 부여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F. D.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을 기반으로[5], VR 앱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이하 PU)과 인지된 이용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 이하 PEOU)는 이용태도(attitude toward 

using the app., 이하 ATUA) 및 행동적 이용의사(behavorial 

intention to use, 이하 BITUA)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연구모형을 수립했다(Fig. 1).

또한 상기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VR 앱의 학습 및 감상에 

대한 영향력 및 VR 앱이 전시환경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PU는 학습유용성(usability for learning, 이하 UFL)과 감상유용성

(usability for learning, 이하 UFA)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각각의 유용성은 연구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부요인으로 

구분되었다 (Fig. 1). 

PEOU의 경우에는 정보전달방식(CI), 콘텐츠의 품질(HQC), VR 

앱 구성의 적절성(CVA), 고해상도 이미지(HRI) 등의 요인으로 측정

되었다. 한편 이용태도(ATUA)는 VR 앱에 대한 만족도(DOS), 몰입

도(DOI), 피로도(DOF)로, 행동적 이용의사(BITUA)는 VR 앱의 

재사용의지(ITRA1)와 주변사람에 대한 추천의지(ITRA2)로 구분되

었다.

Fig. 1. Research Model

2. Research Methodology

본 연구는 문헌연구과 정량적 연구방법을 병행했으며, 2017년에 

개최된 <클림프 인사이드>를 관람한 관람객 가운데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pt)의 스토클렛 저택의 장식벽화(Stoclet Frieze)를 

VR 기술로 재매개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20-26세의 50명을 모집

단으로 구성했다(Fig. 1). 2017년 5월에 실행된 설문조사는 PU(7), 

PEOU(7), ATUA(3), BITUA(3) 등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

며(Table 1), DOS에 대한 요인별 영향력을 중심으로 수립된 가설 

검증은 SPSS 11.0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Table 

2).

Fig. 2. The image of Stoclet Frieze (the original artwork) and the 

Screenshoot image of Stoclet Frieze VR app.

category number of question

PU 8

PEOU 7

ATUA 3

BITU 2

Table 1. Elements of questionnaire

no. Hypotheses

H-1
PU의 학습도구로서의 적절성 및 감상도구로서의 적절성

은 DOS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H-2
PEOU의 세부요인은 DOS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H-3 DOS는 DOI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H-4 DOS는 BITUA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H-5
DOS는 <클림트 인사이드>의 DOS 및 DOI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Table 2. Hypotheses

IV. Findings

1.1 빈도분석결과

UFL에서는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 유발(50.0%)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Fig. 2), UFA의 경우에는 상상력

(43.1%)과 즐거움(40.9%) 등의 쾌락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

으나, 현존감(12.5%)과 상호작용성(16.7%)은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VR 앱의 학습적합성(이하 SFL, 19.2%)은 감상적합성(이

하 SFA, 15.3%)보다 높았으며(Fig. 2), 이 결과는 반 고흐 VR 

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했다. PEOU의 경우, VR 앱의 정보전

달방식(CI, 29.1%)이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VR 앱의 구성요소

(CVA, 12.0%), 콘텐츠의 품질(HQC,12.5%)은 낮은 비율을 차지했

다(Fig. 3). ATUA와 BITUA의 경우, ITRA(1)(34.1%)과 

ITRA(2)(33.3%)는 DOS(34.0%)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DOI(43.2%)가 DOS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나, VR 기술로 

인한 피로도(DOTF, 54.2%)는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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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valuation of UFL and UFA (PU)

Fig. 4. An Evaluation of PEOU

Fig. 5. ATUA and BITUA

1.2 상관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DOS와 UFL, DOS와 UFA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결과, UFL의 모든 요인과 다감각적 경험을 제외한 UFA의 

모든 요인은 DOS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빈도분석결과에서 

VR 앱의 SFL이 SFA보다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DOS와 UFL 요인의 영향력이 UFA에 대한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UFA의 경우, 빈도분석에서는 즐거움과 상상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VR 앱의 DOS와의 관계성에서는 현존감, 상호작용성, 

심미성의 영향력에 대한 유의수준이 높게 제시되었다. 한편 DOTF와 

DOS 및 DOI간의 상관관계, DOTF와 ITRA(1) 및 ITRA(2)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DOTF는 상기 요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VR 앱의 DOTF는 <클림프 인사이드>의 

DOS 및 DOI와도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UFL DOS DOI

Promoting Understanding toward 

the artworks and the artists
.345** .359**

Evoking interests/curiosity in the 

artworks and the artist
.399** .370**

Facilitating to search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works
.497** .510**

Activating rich group discussions .363* .311*

UFA DOS DOI

aesthetics .686** .685**

interactivity .661** .787**

enjoyment .413* .389*

imagination .470* .466*

presence .637** .828**

multi-sensory - -
(* p<.05, **p<.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DOS and UFL, and 

DOS and UFA (PU)

가설 검증 내용을 종합해 보면, PU의 경우에는 SFL과 SFA은 

p<.01 유의수준에서 DOS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설 H-1은 채택되

었다. 가설 H-2의 경우, PEOU의 모든 요인들은 DOS 및 DOI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DOS는 DOI 뿐만 아니라, 

ITRA1 및 ITRA2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므로, 가설 H-3과 

H-4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VR 앱에 대한 DOS는 <클림트 인사이드>

의 DOS(.371) 및 DOI(.131)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

로, 가설 H-5는 기각되었다.

Hypotheses
correlations with DOS 

(* p<.05, **p<.01)

H-1 PU
SFL SFA

.731** .682**

H-2 PEOU

CI HRI HQC CVA

.610**

(.832**)

.613**

(.435*)

.786**

(.811**)

.787**

(.808**)

H-3 DOI .682**

H-4 BITUA
ITRA1 ITRA2

.479* (.552**) .603** (.622**)

Table 4. Hypotheses and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적 속성과 쾌락적 특성이 강한 클림트의 

<스토클렛 저택의 장식벽화(Stoclet Frieze)> VR 앱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SFL이 SFA보다 높게 평가된 PU의 경우,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한 UFL과 UFA의 모든 요인이 DO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써 전시환경에서의 VR 앱의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부여 및 감상 

지원에 대한 잠재력이 확인되었다. PEOU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보다 

정보전달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PEOU의 모든 

요인들은 DOS뿐만 아니라 DOI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TAM의 PU와 PEOU의 ATUA 및 BITUA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됨에 따라, 두 변수는 사용자의 VR 앱에 대한 

기술 수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했으며, 결론적으로 원작을 재매개한 

VR 앱에 대한 평가모델로써 TAM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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