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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의 제기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디어 기술은 인간에게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실에서의 존재를 가상의 존재로 인간에

게 제공하기에 이르렀으며, 인간이 상상하던 세계를

Head Mounted Device(HMD)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기

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은 미디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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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MD와 같은 가상현실기기는 현실에서 제한된 실제 환경을 가상의 환경으로 좀 더 유연하게 유도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이용자의 경험과 특성을 중요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상현실기기에 대하여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관점에서 정보품질, 유희성, 자기효능감이 가상현실기기의 수용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정보품질, 유희성은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인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은 가상현실기기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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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ne of Virtual Reality devices, HMD(Head-Mounted Device) helps users to experience an 
extended actual environment by providing them with virtual environment flexibly through the device. HMD 
considers user experience as importance as well as technical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how the factors such as information quality, enjoyment, self-efficacy can have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VR 
device using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quality and 
enjoyment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Self-efficacy only affect 
perceived ease of use. In addition,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have influences on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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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의 IT회사

들은 HMD와 같은 가상현실 기술이 21세기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전망하고 자신만의 가상현실기기

와 콘텐츠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중들도 가상현실 기

술을 이용한 체험 및 감성소비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 추구 경향이 증가하여

가상현실 기술 중심의 미디어 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

다. 오래 전부터 가상현실 기술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었

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이슈가 된 이유는 가상현실 기술

을구현할수있는디스플레이와모션및위치정보기술

이대중화되어 Occulus Rift나 360VR과같은 HMD 장비

들이저가로출시되고스마트폰을이용한가상현실에대

한 접근이 쉬워져 사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HMD와 같은 가상현실기기는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제공하던 방식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보다

사실적이고원활한상호작용환경을제공하는데특히현

실에서제한된실제환경을가상의환경으로좀더유연

하게조절하여심리적경험을유도해낼수있는환경을

제공한다. 가상환경에서의경험은인간의잠재된심리적

인경험들을자극하고새롭게인지시켜현실적경험으로

이끌어내기에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상현실기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술적요인이사용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규명

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물론 가상현실기기

의기술적인측면도중요하지만, 3DTV와같은가상현실

기기가대중들에게외면을받은이유는미디어를이용하

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

험과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3DTV와

기능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 가상현실기기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사용자의경험이나개인적특성을고려할필요

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뉴미디어는 기술적인 요

인과 함께 사용자의 경험도 새로운 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2,3,4,5,6].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 관점에

서가상현실기기의수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포

함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체적인 특성인 정보품질,

개인의특성인자기효능감, 유희성과기술수용모델의관

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품질
정보품질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이거

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정보에 대해 지각하는 품질을

의미한다[7]. 특히 정보품질은우수하면우수할수록정확

하고사용자들의즐거움과긍정적인행동을유발하는것

으로 알려져 있다[8].

Lin & Lu(2000)[9]는 뉴미디어 사용도를 측정하기 위

해 Davis(1989)[10]의 기술수용모델과 DeLone &

McLean(1992)[4]의 정보시스템성공모형을적용하여, 정

보품질, 시스템 품질,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과의 관련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김상현(2009)[11]의 연

구에서도정보품질이인지된유용성에유의한영향을미

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박영아(2013)[12]의 연

구에서도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인 사용용이성에 정

보품질의 매개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특히 정보품질은스마트폰이나테블릿 PC, 인터넷등

과 같은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매체적인 특성 및 기술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서 기술수용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11,12,13]. 더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뉴미디어에서의 정보품질은 사용자들이 뉴미디어

를이용하는과정에있어객관성, 신뢰성, 정확성그리고

적시성 등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기술수용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14]. 이렇듯정보품질은새로운기술을수용하는데있어

미디어와사용자사이에신뢰형성의토대가되는결정요

인으로 볼 수 있으며, 가상현실기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

을사용하는경우에도사용자에게객관적이고정확한정

보품질은 가상현실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들이

신뢰하는 항목일 수 있다.

이러한논의에따라서정보품질은가상현실기기와같

은 뉴미디어를 경험하는 사용자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있으며기술수용모델의선행변인에중요한영향

을미칠것으로예상이되므로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

하였다.

H1: 가상현실기기의정보품질은사용용이성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가상현실기기의 정보품질은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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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된 유희성
유희성은어떤기술을사용함으로써얻어지는결과를

떠나서 그 기술의 사용 자체로 즐겁다고 인지되는 정도

로 정의된다[15]. 다시 말해 특정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

자가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인지하는

정도, 상호작용 자체의 흥미 정도, 인지적으로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16]. 특히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이

용하는데서느끼는즐거움과만족의정도인유희성은기

술수용모형에서내재적동기의중요한요소로설명되며,

어떤 행위나 대상에 대해 깊이 몰두하는 경험인 몰입경

험을 유발하는 구성요인으로 설명된다[17]. 더욱이 유희

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 목표 성취와는 상관없이

그기술을사용하는활동자체를즐김으로써느낄수있

다. 이러한 유희성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받아들일 때

새로 배워야 하는 새로운 패턴을 의미하며, 주로 기술수

용모델을 설명할 때 외생변인으로서 설명된다[12].

이와 관련된 연구로 Venkatesh & Morris(2000)[5]의

연구에서는 유희성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사용자들

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해당 기술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유희성이 새로운 기기를 사용

하는데있어중요한요인임을밝혀내었다[18]. 그리고한

대희(2010)[19]의 인터랙티브 TV광고연구에서는유희성

이지각된유용성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인터넷 연구에서도 유희성 요인이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인인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20]. 특히 이와같은뉴미디어들은사용

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다양한 시점과 추가적인 정보

탐색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은미디어에대한높은행동집중도를보이게하여몰입

경험을 추구하게 하는데, Agarwal & Karahanna(2000)[6]

는 이러한 몰입경험을 유희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은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유희성이 인지된 유용성이나 사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볼 때 유희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수

용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

으며, 특히 가상현실기기와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이 부

여된미디어에대해높은집중도를보이게하여그기술

을 수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선행연구를종합하여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유희성은가상현실기기의사용용이성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유희성은 가상현실기기의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어떠한과제를수행함에있어막힘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으로[2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

하는데 있어 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만

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자기효능

감은개인을다른사람과구별할수있는개성을나타낸

다. 이러한자기효능감은데이비스의기술수용모델이정

립된후기술수용분야에서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

는데 대부분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로 검증되어 왔다.

Agarwal & Karahanna(2000)[6]의 연구에서는새로운

정보기술사용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이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미숙

(2008)[23]의 RFID 수용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사용

용이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nkatesh & Davis(1996)[24]의 연구에서도자기효능감

이기술수용모델의인지된용이성과의관계에대해유의

미한결과가나타나는것을검증하여자기효능감이인지

된용이성에대한주요선행요인임을확인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이높은사람은새로운정보기술사용에대해

자신감이 높아[25], 그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쉽게 흥미

가유발된다[21]. 또한자기효능감은시도하고자하는행

동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고행동에 대한 노력과 지속사용

등에영향을준다고알려져있다[21,26]. Salomon(1984)[27]

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새로

운 정보에 많은 인지적인 노력을 투자하고 높은 학습량

을 보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기효능감은

기술수용모델 선행변인의 외부변수로서 새로운 정보기

술을 수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하여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변인으로설명될수있다[28,29]. 따라서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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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기술인 가상현실 기술을 받

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5: 자기효능감은가상현실기기의사용용이성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의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사용자들이그기술을얼마나능동적으로수용하

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최근까지도 주요 연구

문제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현재까지도 자주 인용되는

모델은 데이비스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이다.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제시된 모델로 Davis(1989)[10]는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인 유용성에 대해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면 자신의 업무 생산성이나 정보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사

용용이성은새로운정보기술을이용하는방법에있어자

신에게 쉽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 후, 유용성과 사용용

이성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용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은 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Venkatesh & Davis(2000)[5]

는 이러한외부변수들의영향을고려하여확장된기술수

용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확장된기술수용모델은새로운기술을채택하거

나수용하는데있어외부변수를고려하여사용되어왔다.

더욱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의도는 기술수용모

델의 선행변인인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의하여 결정되

고이용의도에대한외부변수들의영향이유용성과사용

용이성에의해매개되어영향을미친다는사실들도확인

이 되었다[5]. 이는 일련의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데있어유용성과사용용이성이높을수록기술사용에대

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이용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이에기술

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기기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6: 가상현실기기에 대한 사용용이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가상현실기기에 대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실험대상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지원한 대학생 220명

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험연구에 사용된 게임은 헤

드트래킹(Head-Tracking)이 지원되고 HMD 장비와 호

환이 가능한 City Car Driving이라는 자동차 운전 시뮬

레이션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운전하는 경험을 주기 위

해가상현실기기인 HMD 장비와실제주행이가능한자

동차운전대, 악셀, 브레이크등을준비하고이들을구동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준비하였다.

실험은 외부의 소음이나 잡음 등이 차단되는 독립적

인게임테스팅실에서실시했으며 1명씩독자적으로 10분

간 진행하였다. 실험시작 전 연구자는 매뉴얼에 따라 실

험대상자에게 실험절차를 설명하였으며, 본격적인 실험

에 앞서 사전설문을 작성하고, 실험을 모두 마친 뒤 본

설문을 작성하였다.

3.2 측정도구
본연구를위해사용된변인은정보품질, 인지된유희

성, 자기효능감, 사용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총 6개 변

인이다. 먼저 정보품질은 Lin & Lu(2000)[9]의 정보품질

척도항목가운데 3개의문항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α계수는 .63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된 유희성은 Moon & Kim(2001)[30]의 유희성척도

항목가운데 4개의문항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사용

하였다. 신뢰도 α계수는 .85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Agarwal & Karahanna(2000)[6]의 자기효능감 척도 항

목가운데 3개의문항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

였다. 신뢰도 α계수는 .85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사용용

이성은 Davis(1989)[10]의 사용용이성 척도 항목 가운데

4개의문항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였다. 신뢰

도 α계수는 .73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용성은

Davis(1989)[10]의 유용성 척도 항목 가운데 4개의 문항

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였다. 신뢰도 α계수는

.850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이용의도는Davis(19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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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의도 척도 항목 가운데 4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α계수는 .848로 나타

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검토
측정변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를

이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변인관계를 구조화한 연구모

형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는

6개(정보품질, 인지된 유희성, 자기효능감, 사용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이며,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문항은정보품질 3문항, 인지된 유희성 4문항, 자기효

능감 3문항, 사용용이성 4문항, 유용성 4문항, 이용의도 4

문항을 포함한 총 22개였으며, 측정문항들의 잔차 25개

의변수를포함해총 53개의 변수에대해최대우도추정

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이용하여확인적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상의

지수에 대해 연구자 간의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여러가지의적합도를제시할필요가있다. 본연

구에서는이러한구조방정식모델의적합도평가를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χ2검정, 표준 χ2, 표

준화 잔차평균 자승이중근(SRMR)과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로는 증분적합지수(IFI), 터커 루

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를 사용했고마지막으

로모형오류와간명성을동시에평가하는적합도인근사

평균 자승오차인 RMSEA를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χ2=382.226 df=194,

p<.00, CMIN/DF=1.970, SRMR=.055 이었으며, 증분적

합지수는 IFI=.923, TLI=.907, CFI=.922로 모델의 적합도

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지수는

.067로 전반적인모델의적합도를평가할때본연구모형

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22개 문항을 토대로 구성된 요인들은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의모델검증을위해정보품질, 인지된유희

성, 자기효능감, 사용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 등 6개의

잠재변수를 포함한 22개의 관측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45이상으로나타나집중타당성이확인되었다. 또한

모든잠재변수들의신뢰도가 .60이상으로나타나지표들

의 분산이 잠재개념을 적합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S.R.Wa R.Wb S.Ec C.Rd Rele

Information
Quality

Q2_29 .758 1.000
.639Q2_28 .594 .876 .118 7.398***

Q2_27 .676 .940 .115 8.157***

Enjoyment

Q2_16 .854 1.000

.854
Q2_17 .777 1.025 .078 13.202***

Q2_19 .754 .819 .065 12.657***

Q2_20 .722 .920 .077 11.927***

Self
Efficacy

Q2_9 .747 1.000
.856Q2_8 .896 1.156 .094 12.324***

Q2_7 .806 1.113 .096 11.628***

Ease of Use

Q1_10 .482 1.000

.737
Q1_9 .704 1.522 .244 6.249***

Q1_7 .686 1.517 .245 6.183***

Q1_6 .694 1.451 .233 6.215***

Usefulness

Q1_1 .671 1.000

.850
Q1_2 .763 1.079 .109 9.884***

Q1_3 .825 1.209 .115 10.525***

Q1_4 .814 1.301 .125 10.424***

Intention to
Use

Q1_19 .793 1.000

.848
Q1_18 .848 1.015 .075 13.569***

Q1_17 .753 1.092 .093 11.771***

Q1_16 .643 .883 .091 9.752***

aSRW: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bRW: Regression Weights,
cSE: Standard Error, dCR: Construct Reliability, eRel: Reliability
**P<.05, ***P<.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d variable

판별타당성분석은 Fornell & Locker[31]의 기준에따

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 extarcted)값이 각 개

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 지의 여부를

통해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분석법은 잠재변

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가낮은상관관계를갖는다면판별타당성이있다는것이

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높아 판별타당

성이없다는의미는잠재변수가독립된형태의구성개념

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 분

석법중잠재변수의평균분산추출값과상관계수의제곱

값을 비교하는 분석법을 택했으며, 이 분석법은 잠재변

수의평균추출분산값이상관계수의제곱보다모두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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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판별타당성 분석법은 비제약모델이나 제약모델간의 χ2

차이를비교하여 χ2값의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는판별

타당성 분석법보다 더 높은 판별타당성 분석법이다[31].

<Table 2>에서제시된것처럼모든개념들의쌍에대한

판별타당도에대한검사를통해모델에사용된개념들에

대한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omposite
Reliability

I.Qa Enb S.Ec E.O.Ud Use I.T.Uf

I.Qa .688 .426
Enb .887 .041 .724
S.Ec .898 .213 .171 .689
E.O.Ud .790 .166 .335 .288 .489
Use .890 .280 .111 .453 .266 .671
I.T.Uf .866 .222 .182 .468 .265 .466 .620

aI.Q.: Information Quality, bEn: Enjoyment cS,E: Self-Efficacy, dE.O.U:
Ease of Use, eUs: Usefulness, fI.T.U: Intention to Use

<Table 2> Results for discriminant validity

4.2 구조방정식모형검증과 가설검증결과
6개의잠재변수들의단일차원성과판별타당성검사를

통해 타당성의 확보를 확인한 이후 정보품질, 인지된 유

희성, 자기효능감, 사용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에어떠

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검증하였다.

Variable S.R.W R.W S.E C.R H.Tg

H1 I.Qa → E.O.Ud .256 .169 .071 2.401** O
H2 I.Qa → Use .291 .268 .083 3.236*** O
H3 Enb → E.O.Ud .298 .177 .063 2.808** O
H4 Enb → Use .647 .533 .076 7.026*** O
H5 S.Ec → E.O.Ud .470 .291 .062 4.722*** O
H6 E.O.Ud → I.T.Uf .278 .469 .138 3.404*** O
H7 Use → I.T.Uf .678 .823 .112 7.332*** O

aI.Q.: Information Quality, bEn: Enjoyment cS,E: Self-Efficacy, dE.O.U:
Ease of Use, eUs: Usefulness, fI.T.U: Intention to Use, gH.T:
Hypothesis Testing
**P<.05, ***P<.01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측정변수는 잠재변수 6개와 관측변수 22개이며, 표본

의 크기는 220이고, 추정될 미지수의개수는 오차변수를

포함하여 53개로최대우도추정법을이용하여모델을검

증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394.336,

df=199, p.<.00, CMIN/DF=1.982, SRMR=.048 이었으며,

증분적합지수는 IFI=.920, TLI=.906, CFI=.919로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지수는 .067

로 나타나전반적인모델의적합도를볼때, 본연구모형

의 적합도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7개의 개별적인연구가설에대한검증결과<Table 3>

를살펴보면먼저가상현실기기수용모델을검증하기위

해서 정보품질이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에 미치는 영

향을 가설화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정보품질은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1은 검증되었다(β=.256, t=2.401, p<.05).

또한, 정보품질이 유용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가설2도 유의미한효과가나타났다(β=.291, t=3.236,

p<.01). 둘째로, 인지된유희성이기술수용모델의선행변

인인사용용이성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3 역시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98, t=2.808,

p<.05). 그리고인지된유희성은유용성에도영향을미칠

것이라는 가설 4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β=.647,

t=7.026, p<.01). 다음으로자기효능감은사용용이성에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5는 지지되었

다(β=.470, t=4.722, p<.01). 다음으로 가설 6은 기술수용

모델의 선행변인인 사용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칠것이라고설정하였다. 분석결과사용용이성이이용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78,

t=3.404, p<.01). 마지막으로유용성이이용의도에영향을

미칠것이라는가설 7도 유의미한효과가나타나는것으

로 확인되었다(β=.678, t=7.33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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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가상현실기기를 수용하는데 있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

부요인을체계적으로규명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정

보품질, 인지된유희성, 자기효능감요인과기술수용모델

의 선행변인인 사용용이성, 유용성, 이용의도에 대한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로구조방정식모형을통한분석결과정보품질은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인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상현실기

기에서 제공하는 정보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상현실

기기를 사용하기 쉽고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정보품질이사용용

이성이나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8,9], 새로운 정보 기술을 수용하

는데 있어 사용자에게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것을확인한결과이다. 더욱이본연구는초기기

술수용모델이 아닌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가상현실기기에 대한 새로운 외부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입증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인지된 유희성이 사용용이성이나

유용성에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연구결과

가상현실기기에 대한 인지된 유희성이 높을수록 사용용

이성이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Moon & Kim(2001)[30]의 연구결과와 동일

한연구결과이다. 그들의연구는그당시새로운정보기

술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희성과 사용용이성, 유용성

간의 영향관계를파악하여 이론적인설명력을높였다면,

본연구는현재가장대두되고있는가상현실기기에서의

유희성과사용용이성, 유용성간의영향관계를검증하여

이론적인 설명력을 높였다. 유희성은 어떤 기술을 사용

할때기술의사용자체로즐겁다고인지되는정도를의

미한다. 특히 새로운 정보 기술과 관련된 연구에서 유희

성은 중요한 요소로 설명된다. Venkatesh(2000)[5]의 연

구에서도 유희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기술을 수용하

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로 자기효능감과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인 사

용용이성에영향을미치는경로구조를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은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대부분의기술수용모델연구의결과와

같은결과이지만이미숙(2008)[23]의 연구와맥락을같이

한다. 기존의기술수용모델연구에서의자기효능감요인

과 사용용이성, 유용성 요인 간의 영향관계는 주로 자기

효능감이 사용용이성,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유용성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용용이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가상현실기기에대한기술수용모

델연구에서연구방향의새로운틀을제시하는연구결과

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용모델의 선행변인인 사용용이

성과유용성은이용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높을수록 기술사용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가상현실기기의 연구들과 다르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가상현실기기를 수용하는 사용자

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가상현실기기에 대한 확장된 기

술수용모델의 설명력을 입증하였다. 확장된 기술수용모

델연구의대부분은외부변인의역할을파악하여규명하

는 연구로 이들 외부변인의 선택이 일정한 패턴이나 흐

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외부변인은 새로운 기술

을받아들이는데있어궁극적인원인이될수있기때문

에 상당히 중요하다[32].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가상현실기기의 이용의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가상현실기

기의전문가들이어디에초점을두고가상현실기기를개

발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다른연구와마찬가지로, 본연구역시한계점

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조사결

과의일반화의제약성을갖고있다. 또한, 본연구의조사

가 가상현실기기의 도입 초기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초기의가상현실기기에대한인식과현재의인식이달라

질수있음을밝힌다. 본연구에서는초기시장에서의가

상현실기기의수용과정을확인할수있어중요한시기적

연구라고판단하였다. 하지만시기별로수용요인의외부

적요인이달라질수있어후속연구를통해이를검증하

거나 시기에 적절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도기술수용모형의검증과정교화에도움이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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