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오늘날 첨단기술사회의 도래와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저널리즘 분야에 스마트미디어

환경을가능하게한고도의첨단기술을접목하고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뉴스 영역에

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고도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VR 기술을 적용하여 독자들에게 뉴스를 보다 생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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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VR뉴스속성이이용자효과측면에서 VR뉴스에대한기억과이해도, 즐거움, 눈의피로도, 그리고재이

용의도에 미치는영향을실험연구를통해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활용하여

탐색적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경로분석을통해주요결과를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VR뉴스 속성 중 실재감과 몰입감은 이용자들의 VR뉴스에 대한 기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실재감과상호작용, 몰입감모두가이용자의VR뉴스이해도에통계적으로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재감과 상호작용, 몰입감 모두 즐거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재감이 눈의 피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재감과몰입감이재이용의도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결과는 VR뉴스의속

성과 이용자 효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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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VR news focused on recall, understanding, 
enjoyment, visual fatigue and reuse intention through experimental study. Using Window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 the data was analyzed by exploratory/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sence and immersion among VR news characteristics 
influenced positively on users’ recall of VR news. Second, presence, interactivity and immersion among VR news 
characteristics influenced positively on users’ understanding of VR news. Third, presence, interactivity and 
immersion among VR news characteristics influenced positively on users’ enjoyment of VR news. Fourth, presence 
among VR news characteristics influenced negatively on users’ visual fatigue of VR news. Fifth, presence and 
immersion among VR news characteristics influenced positively on users’ reuse intention of VR news. This study 
will provide on an important implication understanding VR news characteristics and VR new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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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 있게 전달,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VR 뉴스의 경우에 동아일보가 2015년 6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VR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서비

스한 이후로 2016년 2월에는 KBS의 ‘KBS VR 저널리

즘’, 조선일보의 ‘VR조선’이 자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혹

은전용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미국의 ABC뉴스나

CNN, 영국의 BBC, 그리고일본의NHK 등이 VR뉴스의

파급력을 인식, VR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거나시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뉴스가 편집과 가공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일

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다면, VR뉴스는 가상현실에

기반,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체험과 고도의 현장

감을제공한다는차별적특성을지닌다. 이에따라 VR뉴

스는기존프레임뉴스와는다른이용자경험을확대증

폭시킴으로써 뉴스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촉발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처럼현장에서 VR뉴스에 대한구체적

인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널리즘적 차원에서 VR뉴스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탐색

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 비록 VR뉴스가초기단계이기

는하지만국내의사례와같이 VR뉴스가실제서비스되

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VR뉴스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요구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VR뉴스의체험과고

도의 현장감 제공이라는 기술적 특성에 입각, 이용자들

이 기존의 뉴스보다 더 선호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급자

적 마인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용

자들 역시 기존뉴스보다 VR뉴스를 더욱 선호할 것인가

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와같은관점에서본연구는이용자들의VR뉴스속

성을 탐색, 이러한 VR뉴스 속성들이 VR뉴스에 대한 기

억, 이해도, 즐거움, 눈의 피로도, 그리고 재이용의도에

미치는효과를살펴보고자하였다. 이용자들에게미치는

전반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VR뉴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VR뉴스의

속성은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VR뉴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VR뉴스의

속성은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VR뉴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VR뉴스의

속성은 즐거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VR뉴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VR뉴스의

속성은 눈의 피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5. VR뉴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VR뉴스의

속성은 재이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2. 이론적 배경
2.1 VR뉴스의 개념
VR저널리즘은 VR 환경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사적

정보와의견등을일반대중들에게전달하는활동으로써,

VR뉴스는 VR저널리즘의한범주에포함되는것으로이

해되고 있다. 아직까지 VR뉴스에 대한 개념은 VR뉴스

자체가비교적초기단계에해당되기때문에합일된개념

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나 정보전달에 있어서

VR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적용하여 전문성과 시의성[1]

을높여정보가기존보다정확하게제공될수있는환경

을 조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VR뉴스는 기존과는 다르게 가상현실 기반 기술을 적용

하여 VR뉴스이용자들에게마치현장에있는듯한느낌

을제공함으로써생생한현장감이나현실감을제공한다.

VR뉴스제공방식은크게인터넷, 모바일(해당어플리

케이션설치)을통해제공하는방식과 HMD를착용하여

VR뉴스를시청하는방식이존재하는데, HMD방식은이

용자가일일이HMD를착용하고VR뉴스를시청해야하

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반면에 인터넷은 VR을 지원하는

인터넷브라우저를활용하거나 VR뉴스를지원하는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언제라도 쉽게 VR뉴스를

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 HMD방식보다는인터넷또는

모바일 앱 방식이 보다 편리하다[2].

2.2 VR뉴스의 주요 속성
일반적으로VR콘텐츠는 VR(virtual reality)이라는기

술적 요소와 콘텐츠(contents)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VR콘텐츠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현실감

이나 현장감, 생동감, 상호작용, 몰입감 등을 제공함으로

써[3] 정보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있다[4]. 이와 같은 VR콘텐츠의기본적특성은

곧 VR뉴스의 기본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즉, VR뉴스 역시 VR콘텐츠와 동일하게 VR과 뉴



VR뉴스의 이용자 효과에 관한 연구 441
스의결합으로볼수있으며, 기존의 TV뉴스처럼단순히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뉴스의 정

확도를 높임으로써 수용자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새

로운 뉴스전달 메커니즘[2]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현수준에서VR뉴스는그자체적으로비교적

초기단계이고, 해당 연구들 역시 기초적인 수준의 탐색

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VR이라는 기술적 특성

이 뉴스와의 결합을 통해 수용자에게 정확도가 높은 뉴

스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관점들[1, 4]을 고려할 때,

VR뉴스의 속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VR뉴스의속성을살펴본연구들이거의없기때

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소수의 VR

뉴스관련연구들이나가상현실기반의인포그래픽관련

연구들에서 간접적으로 나마 유추할 수 있다. 이들 연구

들은VR콘텐츠나VR뉴스, 또는가상현실기반의인포그

래픽에 대한 주요 속성들을 제시하고 있는데[1, 5-7], 이

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재감(presence)은미디어에의해 매개된경험

을 미디어 매개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체험하거나 지각

하는주관적인느낌으로써[8] 미디어에서제공하는물리

적 환경이나 상황, 장소에 직접 있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9-11]. 그러므로 실재감은 이용자가 심리

적인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각이기도 하며[12],

몰입감에의해영향을받아이용자의몰입수준이높을수

록 실재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13].

둘째, 몰입감(immersion)은 가상현실의 핵심적 특성

중 하나로 이용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주요 속성이라고

볼수있다[13]. 이러한몰입감은심리학이나인지과학의

주요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가상현실 저널리

즘 분야에서 핵심적인 이용자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7]. 기존 뉴스와비교할때, VR뉴스는몰입감을한차원

높임으로써 이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역시몰입감과더불어

가상현실의 중요 특성 중 하나로써, 이용자들이 가상현

실의환경과직접적인피드백이가능한환경을제공하는

기술적 속성이다[13]. 이에 따라 가상현실에 기반 하여

우리의일상에서경험하기어려운환경을직접적으로체

험하지 않고도 실제 주변 환경이나 상황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3]. 가상현

실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은 기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의

상호작용과는다르게콘텐츠자체가이용자의행위에따

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 측면에

서 물리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느낌을

제공한다[13, 14].

2.3 VR뉴스의 이용자 효과
2.3.1 기억과 이해도 
현재 VR뉴스의 이용자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연

구는없으나, 일부 유사한연구로 TV뉴스의인포그래픽

수용자반응이나효과관련연구를들수있다. 구체적으

로 TV 뉴스가상현실인포그래픽의몰입에대한수용자

반응을살펴본김종욱[5]은정보구성측면에서이용자의

효과요인으로주목도, 정보습득, 이해도, 회상도(기억)를

제안하고, 일반적인인포그래픽에비해가상현실인포그

래픽의 주목도, 정보습득, 이해도, 회상도가 현격하게 높

았다고보고한바있다. 또한 TV뉴스의인포그래픽에대

한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를 살펴본 박덕춘[6]도 인포그

래픽 요소가 이용자의 효과 측면에서 기억(재인과 회상

기억)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

고하였다. 이처럼인포그래픽의수용자반응이나효과를

살펴본연구들은공통적요소로기억과이해도를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기억과 이해도가 가상현실 기반 인포그

래픽이나 VR뉴스의 수용자 반응 및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억과 이해도는 뉴스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

요한기준이된다. 보통기억은두뇌에저장되어있는정

보를 불러오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해도는 두뇌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를 새롭게 추가된 정보와의 결합, 나아가

그에 따른 정보처리를 통해 새롭게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의미한다[6, 15, 16]. 이에 대한 분석을통해

이용자의 뉴스에 대한 기억 정도와 이해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6].

2.3.2 즐거움 
즐거움은이용자들이가상현실환경에서특정대상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으로써, 여러 연구들

은 즐거움이 몰입의 결과이며, 이용자의 몰입수준이 높

을수록즐거움도높아진다고보고한바있다[17]. 가상현

실 환경은 사람들에게 현실의 재현이나 가상을 실재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게 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 느끼

는 것과 같은 심리적 반응[8, 18]을 이끌어낸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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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가상현실에의해매개되어나타나는심리적반응이

라고 볼 수 있으나, 실재감을 느낌으로써 나타나는 반응

이라는 점에서 가상현실에 의해 매개되는 즐거움 역시

실제 세계에서 반응하는 즐거움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에 의한 실재감은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반응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요소[19] 중하나

라고 볼 수 있다.

2.3.3 눈의 피로도와 재이용의도 
이용자가 VR뉴스를 시청하는 과정 속에서 입체감으

로 인해 일정한 눈의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20]. 눈의

피로감과 관련된 증상은 눈 자체의 피로감 이외에도 눈

물, 안구의 압박감, 눈 주위의 통증, 초점이나 시야가 흐

려지거나 두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21, 22]. 이처럼 눈

의 피로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입체 영상이 눈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보고되기도한다[23]. 입체감은화면을보는사

람이 지각하는 깊이로써 과도한 시청을 하게 될 경우에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데[24], 이는 가상현실에서 제

공하는 입체감이 눈의 시신경을 자극시키고 눈 주위의

혈류를 변화시켜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피로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5]. 또한 재이용의도는 어떤 개인이

과거나현재에했던특정행동을미래에도계속할가능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어떤 특정대상에 대한 태도

나신념이의도로옮겨질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26].

또한의도는미래의실질적행위를예측할수있는주요

변수로써, 일반적으로의도가높을수록실질적인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VR뉴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VR뉴스 속

성을추출하고, 이를통해 VR뉴스속성의이용자효과를

규명하기위해실험을실시하였다. 실험대상은스마트미

디어의 수용과 확산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의 스마트미

디어환경과새로운기술에민감하다고판단되는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험과정은 우선

경기소재의한대학교를임의적으로선정, 학교측에실

험목적과실험내용에대한사전설명과협의를거쳐최종

승인과 실험을 위한 강의실을 배정받은 후, 해당 대학교

재학생들을대상으로실험의목적을간략하게설명한후

실험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배당된

강의실에서실험을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

펴보면, 성별은 남성 106명(53.0%), 여성 94명(47.0%)이

었으며, 평균 연령은 24.35세로 나타났다.

3.2 VR뉴스 영상물과 실험과정
보통 VR뉴스는 VR뉴스전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

통해구현하는방법과 HMD 착용을통해구현하는방식

[2]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VR

뉴스효과를유발할수있는HMD 착용방식을적용하였

다. VR뉴스 실험영상물은 국내의 정치적이슈나사회적

현안을배제하기위해 BBC 방송이 2016년 12월 30일 이

슬람국가가 님루드 유적지를 말살한 현장보도인 2분 55

초 영상인 AP의 ‘Nimrud’s Riches The Islamic State’s

efforts to erase history‘를 VR전용 HMD를착용한후시

청하게 하였으며, 시청이 끝나면 준비된 설문조사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VR뉴스의 속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을 참조

하여VR뉴스의속성으로실재감[4], 몰입감[5], 상호작용

성[25]을 선정하였다. VR뉴스의 속성 중 실재감 측정은

계보경[4]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수정, 보완하였다. 이도구는 4문항의 5점리커트척

도(1점: 전혀그렇지않음, 5점: 매우그러함)로구성하였

다. 해당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내게로 다가온 듯한 느

낌이들었다, ②내곁에있는듯한느낌이들었다, ③마

치 현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④ 마치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몰입감은 김종욱[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

에맞게수정, 보완하여 3문항의 5점리커트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음, 5점: 매우 그러함)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다음과같다. ① VR뉴스를시청하는것을스스로

조절(통제)할수있다, ② VR뉴스에열중하면잠시동안

다른 것들을 잊는다, ③ VR뉴스에 열중하여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상호작용성은 이현지와 정동훈[25]이 사용한 문항을

본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하여 4문항의 5점 리커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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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점: 전혀 그렇지 않음, 5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 측

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VR뉴스의 상하

좌우를 다 볼 수 있었다, ② 내 마음대로 조작한대로 반

응이 나타났다, ③ 내가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

였다, ④ 반응이 자연스러웠다.

3.3.2 이용자 효과 
기억(재인또는회상도)과이해도는김종욱[5]이사용

한문항을본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 보완하여활용하

였다. 기억은 2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그렇지

않음, 5점: 매우그러함)로구성하였으며, 해당문항은다

음과 같다. ① VR뉴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

었다, ② VR이라는기술적요소가뉴스의내용을기억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해도는 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1점: 전혀그렇지않음, 5점: 매우그러함)로구성하였으

며, 해당문항은다음과같다. ① VR뉴스를통해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였다, ② VR뉴스 기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③ VR이라는 기술적 요

소가 뉴스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즐거움측정은이옥기[18]가사용한항목을본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음, 5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 측정하

였다. 해당문항은다음과같다. ① VR뉴스를보는동안

재미있었다, ② VR뉴스는 감동적이었다, ③ VR뉴스를

보는 동안 시간가는 줄 몰랐다, ④ VR뉴스는 흥미로웠

다.

또한 눈의 피로도 측정은 이상욱과 정동훈[27], 백승

진과정동훈[28]이사용한항목을본연구의목적에맞게

수정 보완하여 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

지 않음, 5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 VR뉴스를 이용하는

동안의 피로감을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VR뉴스를 보는 동안 시각적으로 불편했다, ② VR뉴

스를보는동안시각적으로거북했다, ③ VR뉴스를보는

동안시각적으로피로함을느꼈다, ④ VR뉴스를보는동

안눈을감고싶었다, ⑤ VR뉴스를보는동안눈에피곤

함이 느꼈다, ⑥ VR뉴스를 볼수록 지쳤다.

마지막으로재이용의도측정은이항과김준환[29], 이

현지와정동훈[25]이사용한항목을본연구의목적에맞

게수정보완하여 3문항의 5점리커트척도(1점: 전혀그

렇지 않음, 5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다음과같다. ①앞으로도VR뉴스를이용할의향

이있다, ②나는VR뉴스를보고자한다, ③기회가된다

면 나는 VR뉴스를 볼 것이다.

3.3.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 method)을 이용하였고,

KMO(Kaiser-Meyer-Olkin)와 유의도(p)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의적정성을평가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의경

우에는 절대적합지수(χ2, RMR, GFI)와 증분적합지수

(NFI, IFI, CFI)를 통해 적합도를 최종 평가하였다. 적합

도 기준의 경우에 χ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

고(p>.05), RMR는 .06 이하, 그리고 GFI와NFI, IFI, CFI

는 .90 이상이면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χ2는 표본의 수에 민감하여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나머지적합지수를통해적합도를최종평가한

다[30]. 이상의기준을적용하여먼저 VR 뉴스속성에대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값과 유

의도(p)를 확인한 결과, KMO=.861, χ2=1237.057, p<.001

로 나타나 VR 뉴스속성문항이탐색적요인분석에적합

한것으로나타났다. 아래 Table 1과 같이, VR 뉴스속성

은실재감(50.478%), 상호작용(12.364%), 몰입감(9.404%)

등 3요인으로추출되었으며, 누적설명량은 72.246%로확

인되었다.

presence interactivity immersion
presence3 .853 .219 .070
*presence4 .824 .317 .149
presence2 .805 .231 .311
presence1 .803 .205 .233
interactivity3 .285 .808 .182
interactivity2 .237 .770 .239
interactivity1 .100 .688 .389
interactivity4 .427 .679 .051
immersion2 .140 .163 .862
immersion1 .106 .266 .741
immersion3 .408 .171 .676
eigen 5.553 1.360 1.034

variance(%) 50.478 12.364 9.404
cumulative(%) 50.478 62.842 72.246
* item removed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1. VR news characteristics-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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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결과를바탕으로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

다. 적합도를살펴본결과, χ2=131.610, p<.001, RMR=.042,

GFI=.895, NFI=.896, IFI=.926, CFI=.925로 나타나 χ2,

GFI, NFI가적합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다. 이에수정지

수(modification indices)를 활용하여 여러 문항에 걸쳐

높은수정지수를보이는문항인실재감 4번 문항을제거

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수행하였다. 재분석을 통해

최종적합도를살펴본결과, χ2=78.287, p<.001, RMR=.040,

GFI=.925, NFI=.922, IFI=.952, CFI=.952로 나타나대부분

의적합지수가적합기준을충족하였고, 잠재변수가관측

변수에 미치는 표준화경로계수(Estimate, β)는 .626~.921

의 분포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참조). 추가로신뢰도분석을통해내적일

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VR 뉴스속성 중 실

재감은 .864, 상호작용 .828, 몰입감 .762로 나타나최종적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타당도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β S.E. t
presence1←news
characteristics

.821 - -

presence4←news
characteristics

.921 .079 14.342***

presence3←news
characteristics

.743 .085 11.527***

interactivity4←news
characteristics

.715 - -

interactivity1←news
characteristics

.651 .096 8.172***

interactivity2←news
characteristics

.770 .105 9.493***

interactivity3←news
characteristics

.837 .112 10.763***

immersion3←news
characteristics

.776 - -

immersion1←news
characteristics

.626 .105 7.393***

immersion2←news
characteristics

.769 .101 9.208***

*** p<.001

Table 2. VR news characteristics-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한편, 이용자효과중즐거움에대해탐색적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KMO=.760, χ2=260.385, p<.001로 나타

나 즐거움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아래 Table 3과 같이, 즐거움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고유값(eigenvalue)은

2.496, 누적 설명량은 62.390%로 분석되었다.

enjoyment
enjoyment4 .867
enjoyment1 .827
enjoyment3 .810
enjoyment2 .634
eigen 2.496

variance(%) 62.390%
cumulative(%) 62.390%

Table 3. enjoyment-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합도는 χ2=4.049, p>.05, RMR=.024, GFI=.990,

NFI=.985, IFI=.992, CFI=.992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였고,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표준화경로계수(Estimate, β)는 .489~.846의 분포를보였

고, 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Table 4 참

조). 추가로신뢰도분석을통해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살펴본결과, 이용자효과 중 즐거움은 .773으로 나

타나 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β S.E. t
enjoyment2←enjoyment .489 - -
enjoyment3←enjoyment .709 .193 6.197***
enjoyment1←enjoyment .776 .170 6.290***
enjoyment4←enjoyment .846 .193 6.648***

*** p<.001

Table 4. enjoyment-confirmative factor analysis

이용자 효과 중 눈의 피로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KMO=.884, χ2=1251.465, p<.001로 나타

나 눈의 피로도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Table 5와 같이, 눈의 피

로도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고유값(eigenvalue)은

4.739, 누적 설명량은 78.982%로 나타났다.

visual fatigue
visual fatigue5 .945
visual fatigue3 .933
visual fatigue2 .896
visual fatigue4 .894
*visual fatigue1 .833
visual fatigue6 .824
eigen 4.739

variance(%) 78.982%
cumulative(%) 78.982%

* item removed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5. visual fatigue-exploratory factor analysis



VR뉴스의 이용자 효과에 관한 연구 445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합도는 χ2=81.421, p<.001, RMR=.069, GFI=.889,

NFI=.936, IFI=.943, CFI=.942로 나타나 χ2와 GFI가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지수를 활용, 여러

문항에 걸쳐높은수정지수를 보이는 문항인 눈의 피로도

1번 문항을 제거하고 재분석한 결과, χ2=11.695, p<.05,

RMR=.026, GFI=.977, NFI=.989, IFI=.994, CFI=.994로나

타나대부분의적합지수가적합기준을충족하였다. 또한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표준화경로계수

(Estimate, β)는 .778~.971의 분포를보였고, 모두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추가로 신

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이용자효과중눈의피로도는 .945로 나타나그타

당도가 확인되었다.

β S.E. t

visual fatigue6←visual fatigue .778 - -

visual fatigue4←visual fatigue .863 .091 13.922***

visual fatigue2←visual fatigue .811 .087 12.848***

visual fatigue3←visual fatigue .958 .091 16.083***

visual fatigue5←visual fatigue .971 .088 16.375***

*** p<.001

Table 6. visual fatigue-confirmative factor analysis

이외에 이용자 효과 중 기억과 이해도, 재이용의도의

경우에 기억 2문항, 이해도 3문항, 그리고 재이용의도 3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이

나확인적요인분석을제외한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다.

그에따라기억은 .792, 이해도 .745, 재이용의도 .933으로

나타났다.

3.3.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1 프로그램과 IBM

AMOS 21 프로그램을활용하여다음과같은자료처리를

통해주요결과를도출하였다. 우선본연구의주요측정

도구에대해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여타당도를검증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은절대적

합지수(χ2, RMR, GFI)와증분적합지수(NFI, IFI, CFI)를

통해 모델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 간의 연

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살

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VR 뉴스속성의 이용자효과를알아

보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여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VR 뉴스속성과 이용자 효과(기억, 이해

도, 즐거움), 그리고재이용의도간의상관관계는아래의

Table 7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VR 뉴스속성

은 기억, 이해도, 즐거움, 그리고 재이용의도와 상관계수

(r) .323~.591의 범위를 나타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정적상관을보인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에눈의피

로도와는상관계수(r) -.148~-.341의 범위를나타냈고, 부

적상관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이용자효과인기억, 이

해도, 즐거움은눈의피로도와상관계수(r) -.317~-.333의

범위를나타냈고, 부적상관을나타냈으며, 재이용의도와

는 상관계수(r) .456~.578의 범위를 보였고,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4 5 6 7

1 -

2 .586** -

3 .501** .547** -

4 .485** .323** .480** -

5 .591** .522** .499** .703** -

6 .447** .448** .489** .341** .386** -

7 -.341** -.227** -.148* -.317** -.333** .030 -

8 .507** .350** .395** .456** .578** .509** -.107

1: presence, 2: interactivity, 3: immersion, 4: recall, 5: understanding,
6: enjoyment, 7: visual fatigue, 8: reuse intention
* p<.05 ** p<.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4.2 경로분석
VR 뉴스속성이 이용자 효과인 기억, 이해도, 즐거움,

눈의 피로도, 그리고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합도는 χ2=56.668, p<.001,

RMR=.046, GFI=.941, NFI=.916, IFI=.927, CFI=.925로 나

타나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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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과 같이,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VR 뉴스속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VR 뉴스속성 중 상

호작용(β=-.072, t=-.921, p>.05)을 제외한 실재감(β=.356,

t=4.737, p<.001)과 몰입감(β=.340, t=4.671, p<.001)이 기

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VR 뉴스속성이 이해도에 미

치는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재감(β=.377, t=5.475, p<.001)

과 상호작용(β=.187, t=2.631, p<.01), 그리고 몰입감(β

=.208, t=3.116, p<.01) 모두가이해도에통계적으로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VR 뉴스속성이 즐거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재감(β=.199, t=2.638, p<.01),

상호작용(β=.356, t=4.737, p<.001), 몰입감(β=.298, t=4.079,

p<.001) 모두 즐거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VR 뉴스속성이 눈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β=-.060, t=-.680,

p>.05)과몰입감(β=.051, t=.613, p>.05)은눈의피로도에

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으나, 실재감(β

=-.331, t=-3.889, p<.001)은 눈의 피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연구문제 5와관련하여VR 뉴스속성이재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β=.009, t=.107,

p>.05)을제외한실재감(β=.409, t=5.328, p<.001)과몰입

감(β=.185, t=2.485, p<.05)이 재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S.E. t
recall←presence .356 .063 4.737***
recall←interactivity -.072 .077 -.921
recall←immersion .340 .067 4.671***

understanding←presence .377 .053 5.475***
understanding ←interactivity .187 .064 2.631**
understanding ←immersion .208 .056 3.116**
enjoyment←presence .199 .073 2.638**
enjoyment←interactivity .168 .089 2.160*
enjoyment←immersion .298 .078 4.079***
visual fatigue←presence -.331 .120 -3.889***
visual fatigue ←interactivity -.060 .146 -.680
visual fatigue ←immersion .051 .128 .613
reuse intention ←presence .409 .081 5.328***
reuse intention ←interactivity .009 .098 .107
reuse intention←immersion .185 .086 2.485*
* p<.05 ** p<.01 *** p<.001

Table 8. path analysis

5. 논의 및 결론
본연구는VR뉴스속성의이용자효과를살펴보기위

하여 VR뉴스 속성을 탐색, 추출하고, 이용자 효과 측면

에서 VR뉴스에 대한 기억과 이해도, 즐거움, 눈의 피로

도, 그리고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VR뉴스 속성이 VR뉴스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VR뉴스 속성 중 실재감과 몰입감은 이용자들의

VR뉴스에 대한 기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R뉴스 이용자들이 VR

뉴스를 통해 실재감을 높게 지각하고, 높은 수준의 몰입

감이이루어질때 VR뉴스에대한기억도높아지는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VR뉴스가상현실인포그래픽이이용자의기억을높이는

데긍정적영향을미치며[5], VR뉴스와직접적인관련은

없으나 TV뉴스에서의 인포그래픽이 이용자의 기억(회

상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한 바 있다[6]. VR

콘텐츠는 어떤 대상을 마치 현실세계에서 직접 보는 듯

한 높은 실재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재감은 다차원 시

점이나 고해상도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세계에 대한 몰입

감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실감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영향

을미치기때문에[31], 두뇌의정보처리를보다강화함으

로써[32] VR뉴스에대한기억을불러오는데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VR뉴스 속성이 VR뉴스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을살펴본결과, 실재감과상호작용, 몰입감모두가이용

자의 VR뉴스 이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VR뉴스를이

용하면서 실재감과 상호작용, 그리고 몰입감을 높게 지

각할수록 VR뉴스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R콘텐츠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호작용은 이용자와 VR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현실감이나 실재

감, 그리고 몰입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통해 가상의 정

보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실사로 지각하도록 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1]. 전술한 바와 같이, 실

재감과 상호작용, 그리고 몰입감과 관련된 VR콘텐츠는

두뇌의정보처리능력과밀접하게관련이있으며, 뉴스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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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고려할때[1, 2], VR뉴스속성인실재감, 상호작용, 몰

입감은 VR뉴스에 대한 이해도[5, 6]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VR뉴스속성이즐거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

결과, 실재감과 상호작용, 몰입감 모두 즐거움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VR뉴스를이용하면서높은수준의실재감과

상호작용, 그리고 몰입감을 느낄수록 VR뉴스이용에 따

른즐거움도높아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

서설정한 VR뉴스속성인실재감과몰입감은상호밀접

한 관련이 있는 요소이며[13], 상호작용 역시 현실과 가

상을 연결, 이용자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실재감과 몰입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3, 31]. 또한가상현실환경에서이용자의즐거움

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상호작용, 실재감에 바탕을

둔몰입의결과라는점을고려할때[19], 이용자들이 VR

뉴스를이용하면서경험하는실재감이나상호작용, 몰입

감은이용자들의즐거움을유발하는중요한심리적기제

라고 평가할 수 있다[33].

넷째, VR뉴스 속성이 눈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재감이 눈의 피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

이 VR뉴스를 이용하면서 높은 실재감을 느낄수록 눈의

피로도는감소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아직까지VR

콘텐츠의 눈의 피로도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규명한 연

구가 없어 속단하기는 이르나, VR콘텐츠와 유사한 경험

이나 느낌을 제공하는 3DTV를 통해 VR콘텐츠의 눈의

피로도에대한효과를일부유추할수있다. 3DTV 관련

일부 연구들을 보면, 3DTV가 깊이 있는 입체적 영상을

전달하지만, 화질의 밝기나 색상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

의시각적피로도를유발한다고보고하였다[34-36]. 이러

한결과들에비추어보면, VR뉴스의속성중실재감이눈

의 피로도에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3DTV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된다. 하지만

또다른연구들에서는 3DTV의영상노출이눈의피로도

를유발하지않았다[37]고보고되었다는점에서 3DTV의

눈의피로도에대한효과가일률적이지만은않다는점을

고려할필요가있다[21]. 이러한점은 VR 관련콘텐츠와

눈의피로도에대한지속적인연구의필요성을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VR 뉴스속성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결과, 실재감과몰입감이재이용의도에통계적으

로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

용자들이 VR뉴스를 이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실재감과

몰입감을경험할수록VR뉴스재이용의도도높아지는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기이기는 하지만 VR관련 일부

연구들은이용자들이VR게임을통해경험하는실재감이

나 몰입감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38, 39]. 이러한 결과에 유추해보면, VR뉴스 역시 높은

실재감과 몰입감이 재이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평가할수있다. 이상과같이본연구는 VR 뉴

스속성인실재감, 상호작용, 몰입감이이용자효과측면에

서 기억, 이해도, 즐거움, 눈의 피로도, 그리고 재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공통적으로 VR 뉴스

속성 중 실재감과 몰입감이 기억과 이해도, 즐거움에 영

향을 미치고, 실재감과 몰입감이 VR뉴스의 재이용의도

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즉 본 연구에

서는 강의실에서 VR뉴스에 대한 영상시청 이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실험실과 같은 고도의 통

제된실험환경이아니었고, 실험을대학생들로만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잘 통제된 실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실험이 요구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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