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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오늘날 현대도시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에 의해 인

지되는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1]. 이는 미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영상 

표현의 한계가 점차 넓어지고 이러한 기술은 도시에

서 공공디자인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영상

표현은 공간개념을 확장시켜 공공디자인의 영역까

지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에 활

력을 불어넣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용자

는 도시에서 가상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 영상표현은 다양한 기법으로 진화

되어 예술과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으로 미디어파사

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미디어파사드는 

프로젝터를 건축구조물 전면에 영사하여 시각적인 

착시나 환상이미지를 표현하는 프로젝션기반 미디

어파사드와 건축물 외벽에 LED(Light Emitting

Diode)를 부착하여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LED

기반 미디어파사드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2]. 본 연

구에서는 전자인 프로젝션기반 미디어파사드(이하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LED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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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파사드에 비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

한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대형건축물 크기로 표현되

기 때문에 대중에게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연, 이벤트, 광고 등에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건물 등에 영사하는 방식임으로 일회성의 공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어두운 밤에만 활용 가능한 한계

를 지니고 있는 단점이 있다.

프로젝션 매핑영상은 사물의 실제 사이즈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여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오브젝트에 

투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평면 스크린이 아닌 입

체적인 사물이나 건물에 영상을 투영하여 새로운 영

상 조형물이나 공간을 형성한다[3]. 이는 전시장 내

에서 상영되는 비디오아트와는 달리 도시의 대형건

축물을 스크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다. 즉 도시의 건축구조물과 기술매체가 집약

되어 새롭게 확장된 공공디자인 디지털미디어아트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션 매핑영상은 아직 

제도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상영되

는 건축구조물 주변의 공간적 특성과 콘텐츠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각적 공해로 이어져 공공디

자인으로서 도시 이미지 부조화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프로젝션 매핑에 관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외 사례분석, 제작형태,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나 수용자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실증 평가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프로젝션 매핑영상이 상영된 대형백화

점을 선정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상평가를 수

행하고자 한다. LED기반 미디어파사드 평가요인으

로 채택한 선행연구들의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본 연

구의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그 요소들은 수용자의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규명하고

자 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프로젝션 매핑

영상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수용자 만족도에 대한 

개선으로 야간 도시문화 환경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여 향후 후속연구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

이 될 것이다.

1.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션 매핑영상

에 관한 문헌조사와 영상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하여 실증실험에 필요한 평가요인들을 추출한다. 둘

째,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평가요인이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한다. 셋째,

프로젝션 매핑영상을 상영한 국내 대형 백화점을 선

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수행한다. 넷

째, 실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

성,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

시하여 연구가설의 검증을 확인하고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디자인

공공성의 개념은 공동사회의 공통의 관심사를 관

리하는 경우에 통합의 상징이며 공익의 개념이 수반

되고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 평가될 때 비로

소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다[4]. 이는 디자인의 영

역에서도 공공분야와의 관련성이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성을 함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건축물과 도로, 운하, 주거환경에 필

요한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적 시설이다.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이런 종류의 시설과 보조를 맞춘 여러 

가지 계획 및 시설 등의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5].

박장열(2009)은 공공디자인을 공공 공간과 시설, 정

보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과 대상의 디자

인을 말한다. 또한 도시의 공공디자인은 끊임없이 변

화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오늘날의 도시는 다원화

된 요구들을 반영하며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도시들은 다양한 문화와 삶의 품격, 인간다움,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들을 조화롭게 담아내기 위해 공공디자인에 주

목하게 되었다[6]. 이들을 종합해 보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시설물들을 합리

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도시민들의 

삶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디자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의 공원, 쇼핑센터 등의 공공

장소에 있는 인공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 

도시만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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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공익적 이익

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2 프로젝션 매핑영상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정의는 건축물이나 사물 등

의 물리적 오브제에 빔 프로젝트를 투영시켜 본래 

물리적 형태와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다. 즉 물리적인 오브제에 영상을 맵핑하여 나타나는 

시각적인 착시나 환상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7]. 이는 실제 단순한 물리적 오브제에 대한 다양하

고 임팩트 있는 영상표현으로 수용자로 하여금 강한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광고나 홍보, 이벤트 

등의 상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프로젝

트 매핑 영상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과 같은 대형 외벽

에 투사하는 경우와 소형 오브제에 표현이 가능하다.

전자는 대중적이면서 공연, 이벤트성이 있으며 후자

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홍보 등에 활용되고 있

으며 양자 모두 상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

션 매핑 영상이 다른 일반적인 영상이나 입체영상 등

과 차별되는 특징은 현실공간에 있는 소형 오브제부

터 대형 건축구조물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용

자들이 본래의 구조물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

로젝션 매핑 영상을 투영시켜 착시현상을 유발시키

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인지하고 증강현실의 

경험을 하게 되므로 강한인상을 남기게 된다[8].

2.3 공공디자인에 있어 영상 평가요인

이상민(2011)은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LED미디

어파사드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인에 관해 연구하였

는데 의미분별척도법을 활용하여 공공성, 정체성, 통

합성, 심미성, 소통성, 경제성, 조화성, 정연성, 복잡

성, 신비감 등의 평가도구로 인지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LED미디어파사드는 공공디자인의 정체

성, 심미성, 소통성의 특징을 가지며 공공성, 통합성,

경제성은 상관관계가 부족하게 나왔다[9]. 백승철

(2009)은 공공디자인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평가방법

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다차원적인 평가방법을 활

용하여 심미성, 쾌적성, 체험, 조화, 정체성, 가독성,

질서, 안전성, 사용성, 만족도 등의 평가도구를 도출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인지평

가결과, 심미성과 체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쾌적성, 조화성, 정체성, 접근성, 콘텐츠는 낮게 

나타났다[10]. 김주연, 안세윤(2012)은 백화점 미디

어 파사드의 공간마케팅 요소 분석에 관해 연구하였

는데 국내 백화점의 LED미디어파사드의 사례분석

을 활용하여 정보성, 이야기만들기, 정체성, 사회문

화성, 연상성, 외관차별성, 심미성, 다양성, 감각요인,

상징성, 참여성, 친밀감형성, 오락성, 움직임성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인지평가 결과, 미디어파

사드는 인간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며 움직임을 통해 

오락적 요소와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

였다[11].

상기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술성(심미, 조화, 신

비), 창의성(이야기만들기, 연상, 외관차별), 정체성,

몰입성(가독성, 감각요인, 참여, 체험), 유용성(정보,

사용) 등 총5개를 추출하였다.

2.4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평가요인 및 만족도

2.4.1 예술성

프로젝션 매핑 영상콘텐츠의 예술적 특성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회화적 특성에 선

과 색채의 운용과 화면의 구도를 포함한 회화적 특성

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다른 문화콘텐츠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특성으로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내용의 

변화는 제한이 없는 변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

째, 영상콘텐츠를 꾸미는 감독의 의도에 맞게 연출하

고 작품전체의 흐름을 통제 가능한 연출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12].

2.4.2 창의성

프로젝션 매핑 구축 과정에서 창의성은 기발한 아

이디어, 고유한 아이디어, 독창적 아이디어 등을 도

출 가능하며 다양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

실에 적용가능성을 도출하고 시공성, 공간배분의 적

합성을 이용하여 시도 가능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13].

2.4.3 정체성

프로젝션 매핑에서 정체성은 콘텐츠의 내용이 변

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물로 인식되거나 존재

할 수 있다. 공간의 영역에 상징성을 담아내어 자기

다움, 개성 등을 표현하여 콘텐츠의 정체성을 구축하

여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다양한 공간과 

시설물이 지역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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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전달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14].

2.4.4 몰입성

프로젝션 매핑에서 몰입성은 집중할 수 있는 요

소, 즉각적인 반응을 부여하는 요소, 문제나 목표를 

제시하는 요소, 즐길 수 있는 경험 요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 등을 함축한다.

이를 통해 오감을 높여 주위의 모든 소음 및 생각의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여 자신의 모든 정신을 콘텐

츠에 집중할 수 있다[15][18].

2.4.5 유용성

프로젝션 매핑에서 유용성은 사용자들의 행동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고 콘텐츠의 내용 및 기능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지닐 수 있도

록 가시성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을 고취시킨다. 이를 

통해 불특정의 성격을 가진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성

할 수 있어야 한다[16].

2.4.6 만족도

프로젝션 매핑에 노출된 이용자들이 느끼는 주관

적 평가의 총체적 합이다. 수용자들의 심리적 상태,

콘텐츠에 대한 인지적 상태, 평가, 정서적 반응 등이 

결합된 만족에 대한 판단을 통해 프로젝션 매핑 콘텐

츠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종합적 평가에 

따라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17].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프로젝션 매핑의 평가요인이 수용자들

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

악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 변인을 설정하였다. 프로

젝션 매핑의 평가요인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성, 창의성, 정체성, 몰입성, 유용성 등

으로 설정하였고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한 평가요

인과 만족도 사이의 관계규명을 통해 수용자들이 보

다 프로젝션 매핑영상과 친숙해 질 수 있고 실질적으

로 활용 가능한 공공디자인 콘텐츠의 하나로서 만족

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설1 : 예술성은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창의성은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정체성은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몰입성은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 유용성은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평가실험

4.1 프로젝션 매핑영상 평가실험의 대상 선정

본 연구는 평가실험 대상 선정을 위해 이미 대형 

건축물에 매핑영상을 상영한 곳들을 사례로 선정하

였다. 프로젝션 매핑은 고품질 영상 상영이 가능한 

빔 프로젝트 장비와 높은 콘텐츠 제작비용이 투자되

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에서 상업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쇼핑시설은 

고층건물로 대형화되어 프로젝션 매핑이 건축물 전

면에 대규모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도시 중심

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동적이고 다양

한 스토리텔링으로 연출가능하다[11].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쇼핑시설 대형 건축물에 설치되어 프로젝션 

매핑 영상을 상영한 바가 있는 4곳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래 Table 1은 평가실험대상으로 선정

한 쇼핑시설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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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방법

본 실험은 한 그룹을 1명∼4명으로 설정하고 실험

시작 전에 실험목적,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

을 상세히 설명한 후, 관람자의 위치에서 동영상으로 

촬영된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영상의 사운드는 OFF상태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주변 소음들이 실험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험자는 동영상 4개

(총 길이 15분19초)를 모두 관람한 후 직접 평가 설문

지에 기표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4개의 영상을 랜덤으로 피험자에게 제

시하였고 한 그룹 당 실험에 임한 시간은 약 30∼40

분정도 소요되었다. 실험환경은 스크린크기를 가로

(193cm)×세로(146cm)로 지정하고 스크린과 피험자

의 거리는 피험자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비춰지지 않

는 최단거리인 270cm로 지정하였으며 조명의 영향

을 받지 않기 위하여 모두 소등하였다[2].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대∼40대의 일반인을 대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자기

평가기입법에 기초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3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주요 구성 문항은 Table 2와 

같다.

4.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

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와 유의도 수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가능한 자

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 18.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

였다. 연구의 가설검정은 유의수준 p<0.01, p<0.05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를 위하여 사용한 통

계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내용의 기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적 방법 중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였다. 셋

째, 변인들 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집

단 간 평균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5. 실증분석 결과

5.1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대∼40대의 계층이며 2015

년 1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설문

지를 배포하였다. 표본의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

법을 이용하여 총 113부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응

답자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14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

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된 것은 99부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령대는 20대 51명(52%), 30대 29명(29%), 40대 

19명(19%) 등으로 20대에서 30대의 비중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성별은 남자 47명(47%),

여자 52명(52%)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프로젝션 매핑에 노출된 빈도수는 처음이 8명

(8%), 2∼3회 노출 65명(66%), 4∼5회 노출 19명 

(19%), 자주 7명(7%), 매일 0명(0%) 등으로 2∼3회 

미만의 비중이 73%로 프로젝트 매핑영상을 쉽게 접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업은 학생 

48명(48%), IT 22명(22%), 방송미디어 11명(11%),

서비스 6명(6%), 디자인 8명(8%), 예술 1명(1%), 기

타 3명(3%) 등으로 학생과 IT종사자가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학력은 고졸 3명

Table 1. Overview of the Assessment for Test Subjects

Object Building Name (Video Clip Playback Time) The Usage of Facility Location

Object 1 Shinsaegae (4min 38sec)[19] Department Store Myeong-Dong(Seoul)

Object 2 Hyundai (3min 59sec)[20] Department Store Apgujeong-Dong(Seoul)

Object 3 Lotte (5min)[21] Department Store Kimpo Airport

Object 4 Galleria (1min 42sec)[22] Department Store Apgujeong-Dong(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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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재학 48명(48%), 대졸 39명 (39%), 대학원

졸 9명 (9%) 등으로 대학재학 이상이 97%로 대부분

을 차지한다.

5.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

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

수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설문지 내용의 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

에 대한 검토를 위해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SPSS 18.0 통계 패키지의 탐색적 요

인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예술

성, 창의성, 정체성, 몰입성, 유용성 등 5개의 프로젝

션 매핑의 평가요소와 만족도로 요인이 적재되었으

며 추출된 요인들이 입력변수의 전체 분산 중 68.780

%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석의 편의상 요

인적재값의 크기에 따라 요인을 재배치하였다. 또한 

요인적재값이 낮은 창의성 1문항, 만족도 1문항 등을 

설문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란 측정한 다변량 변인사이의 일관된 정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이

다. 비체계적인 오류는 무작위로 그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며 나타나는 오류이다. 신뢰도에는 측정의 안

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정확성 등의 개념

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α값은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

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평가요인과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α값은 예술성 α=.735, 창의성 α=.517이

며, 만족도 α=.749, 정체성 α=.486, 몰입성 α=.620, 유

용성 α=.850 등으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설문지로 판

단된다.

5.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은 중요변인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인들 간에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살

Table 2. Evaluation Factors and the Survey Information

The Evaluation Criteria Number Description

Independent

Variables

Artistry

A 3
Shape of exterior, the feel on the presenting method, evaluation on

overall "beauty", etc.

B 3 The color of screened contents, shape, overall feel, etc.

C 4

Confirming whether fun or pleasant contents were provided,

measurement of direct feelings on screened contents, including

tedium, etc.

Creativity

A 3
The degree to which consumer feels that the screened contents

were produced via creative methods, creativity, etc.

B 3

Changes in forms and images of details in screened contents,

confirming the devotion to factors including quantity and quality

of the contents, etc.

Identity 3
Evaluating whether projection mapping successfully reflects the

structure's identity, etc.

Immersion 3

The degree of immersion in the video while watching the screened

contents, etc. Evaluating whether factors including ambient noise

pollution has meaningful effect on immersion, etc.

Usefulness 3
Measure whether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screened contents,

degree of understanding, values and etc.

Dependent

Variable

Degree of

Satisfaction
7

Evaluating whether various contents were provided or not, level

of contribution to viewing, overall satisfa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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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모든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확률(p값)

0.01하에서 모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최저 0.388에서 최고 0.776

사이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5.4 가설 검증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각 평가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연령, 성별, 프

로젝션 매핑에 노출빈도, 직업, 학력 등에 대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서 예술성(F=3.581, p<

0.05), 창의성(F=2.138, p<0.05) 등의 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성별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로 변환 후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 1은 

더미변수로 변환된 성별이 독립변수이자 통제변수

이며 만족도가 중속변수이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확인된 성별의 설명력을 확인 후 성별과 평가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아래 Table 5를 살펴보면 모형 1과 모형 2를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션 매핑의 평가

요인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모든 가설에 대한 검증

은 t값의 범위가 ±1.96이고, 통계적 유의수준(p값)이 

p<0.01 또는 p<0.05일 경우 채택하였다.

첫 번째 모형 1의 t값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0.05하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ys

Factors
Ingredient

Cronbach’s α
1 2 3 4 5 6

Artistry

A2
A3
B2
A1
C2
C3
C4
C1
B3
B1

.793

.779

.726

.697

.689

.664

.627

.620

.568

.545

.735

Creativity

A1
B3
B2
A3
A2

.747

.746

.707

.674

.548

.517

Satisfaction

2
1
5
4
3
6

.649

.604

.601

.596

.564

.505

.749

Identity
2
3
1

.883

.882

.792
.486

Immersion
2
1
3

.754

.729

.462
.620

Usefulness
2
1
3

.850

.707

.617
.850

Eigenvalue 8.129 5.105 3.795 3.206 2.788 2.426

Dispersion (%) 21.969 13.797 10.257 8.664 7.535 6.558

Acc. Dispersion 21.969 35.766 46.023 54.687 62.222 6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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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별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유의수

준하에 (t=-2.179, β=-3.024)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력이 (R2=0.000, △R2=

0.009)로 매우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 2의 t값을 살펴보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션 매핑의 평가요인은 예술성(t=4.160,

β=0.433), 창의성(t=2.052, β=0.191), 유용성(t=2.678,

β=0.176)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R2=0.697, F=38.698). 그리고 β값을 살펴보면 프로

젝션 매핑의 평가요인 중 예술성, 창의성, 유용성 등

의 순으로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모형 1보다 설명력이 

69.7%(0.69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회귀모형에 대한 Durbin-Watson값이 2.121의 수치

로 확인되어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변수별 공차한계값이 

모두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중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션 매핑의 평가요인은 

예술성, 창의성, 유용성 등으로 확인하였고 총 5개의 

가설 중 가설 1, 가설 2 그리고 가설 5가 채택되었다.

6. 결  론

6.1 연구결과

도시민들의 생활문화 의식이 고조되고 쾌적한 삶

의 공간을 지향하게 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한 아름다운 환

경을 제공받기 보다는 인공물들을 활용하여 보다 창

의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도시공간의 건축구조물에 프로젝션 매

핑으로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젝션 매핑영상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수용자

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평가요인이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예술성, 창의성, 정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Factors Artistry Creativity Satisfaction Identity Immersion Usefulness

Artistry 1

Creativity .764** 1

Satisfaction .776** .707** 1

Identity .441** .489** .513** 1

Immersion .742** .619** .698** .456** 1

Usefulness .408** .388** .531** .415** .514** 1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Sta.

Coefficient t
Multicollinearity

R2 △R2 F

B S. Error ß Tolerance VIF

Model 1
(Literal) 3.858 .091 　 42.190 　 　

.000 .009 .000
Gender -3.024 .136 -.017 -2.179* 1.000 1.000

Model 2

(Literal) -.098 .287 　 -.343 　 　

.697 .706 .858

Gender -.2037 .077 -.057 -1.983* .985 1.016

Artistry .433 .104 .417 4.160** .299 3.344

Creativity .191 .093 .182 2.052* .382 2.616

Identity .100 .064 .104 1.576 .689 1.452

Immersion .119 .075 .139 1.580 .385 2.594

Usefulness .176 .066 .176 2.678** .693 1.443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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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몰입성, 유용성 총 5개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프로젝션 매핑

영상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가실험을 수행

하였다. 셋째, 실험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

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

증을 하였으며 사전분석인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 등임을 확

인하여 더미변수로 변환 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이 3%

임을 확인하여 통제변수로 인한 종속변수에 대한 변

화가 매우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

수인 평가요인에 대한 결과는 예술성, 창의성, 유용

성 순으로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1(예술성)은 채택되었다. 이는 도시민들의 생

활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외형의 형태,

상영콘텐츠의 연출방식, 전반적인 “미” 등에 대해서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제공받기 싶어 하기 때문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창의성)는 채택되었다. 이는 상영콘텐츠가 창의적

인 내용으로 독특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것임으로 수용자에게는 주변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

는 식상한 영상콘텐츠 속에서 프로젝션 매핑영상은 

창의적인 기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현되었으므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3(정체성)은 기각되었다. 이는 프로젝션 매핑영

상의 특성상 짧은 상영시간에 독특한 기법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물 및 주변경관과의 정체

성 부합은 무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4(몰입성)는 기각되었다. 이는 수용자가 상

영콘텐츠를 보는 동안 몰입하게 되는 정도를 나타내

는 것인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션 매핑영상은 물

리적인 공간인 대형 건축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다른 영상에 비해 강한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감이 수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설5(유용성)는 채택되

었다. 이는 영상콘텐츠의 정보 제공, 가치 등을 측정

하는 것임으로 시민들의 바쁜 도시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고 재미있게 제공받고 싶어 하기 때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검증을 종합해 보면 도시민들의 생활

문화의식이 향상되어 보다 새롭고 예술적인 디지털 

콘텐츠 매체를 통해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용한 정보를 독특한 아이디

어와 창의적인 기법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하

여 제공한다면 매력적인 공공디자인으로서 수용자

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평가요소에서 예술성, 창의성, 유용성 순으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도

시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운용과 프로젝션 매핑영상 

산업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평가를 

위해 실증실험을 수행하였지만 직접적인 현장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활용하여 실내에

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젝션 매핑영상의 

특성상 지속적인 상영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단시간 상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

를 토대로 예술성, 창의성, 정체성, 몰입성, 유용성 

등의 평가요소를 선정하였으나, 이외에도 프로젝션 

매핑영상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좀 더 다양한 평가요소를 추출하

여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토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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