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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광객들에 제공되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관광콘텐츠들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환경자산으로서 곶자왈을 테마로 구성된 VR관광콘텐츠인 “비 의 바람 숲”
을 이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만족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
으며, VR관광콘텐츠을 이용한 관광객 대상으로 277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델
의 연구가설(H1~H5)은 채택 되었다. 첫째, 개인혁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개인혁신성은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VR기기 관광콘텐츠 개발과 활용에서 있어 학술적․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콘텐츠 
응용에 관점에서 VR관광콘텐츠에 대한 관광소비자 관련 연구들에 관광활동, 행동, 태도 등 기초이론을 제공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VR관광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관광마케터들과 VR기기를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
자들에게 관광자원의 활용하는 VR기기 스토리 구성과 타켓 시장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과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중심어 :∣VR 관광콘텐츠∣개인 혁신성∣지각된 유용성∣지각된 용이성∣이용만족∣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urism items or products 
based on new technology is created or developed for tourists. This study examines tourist’s satisfaction 
about VR program, “Secret Wind Forest”, which is the story of Gotjawal, one of famous Jeju 
eco-tourism attr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goal, it identified a study model from the previous 
studies. It collected data using survey from visitors who used VR program. The total of 227 
questionnaires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Based on the study model, it accepted five hypotheses 
(H1~H5), which are as follows. Firstly, individual innovative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Secondly, individual innovativeness influence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influenced usage satisfaction. These results hav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in terms of the development to tourist products using VR program.  Academics can provide 
basic theories such as tourism activities, behaviors, and attitudes to tourism consumer-related studies 
on VR tourism program in terms of content application. Practically, it can help tourist marketers who 
want to use VR tourism program and content developers who use VR devices to construct VR program 
stories using tourism resources and to plan and execute contents considering the targe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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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관광의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은 혁신적인 정
토통신기술(ICT)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지능형 관
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4차 사업혁명
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
운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관광콘텐츠
의 개발과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박수지․정철[1]은 가상현실기법을 사용하여 관광공간
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공간위상적 특성과 그에 
따른 관광객의 공간 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한종성․이근호[2]은 문화관광 분야
에서 가상현실 콘텐츠의 시장 선점 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선된 VR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한 전
주한옥마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관광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기반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발
전으로 관광정보서비스기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 활동에 있어 가상현실 관련 관광콘텐츠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
관광콘텐츠 관련 연구는 미비할 실정에 있다. 또한 체
험 및 감성소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의 증가와 콘텐츠 소
비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추
구 경향이 증가하게 되면서 감성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

고 있기 때문에[3], VR관광콘텐츠가 관광활동과 관련
하여 심리적인 판단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현실 환경이나 서비스에 편리함을 느끼고 적극적
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에 적응하지 못하거
나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은 가상현실 자체의 관광콘
텐츠에 대해 사용을 꺼려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관광콘텐츠의 체험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몰입을 유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
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환경자산으로서 
곶자왈을 테마로 구성된 VR 관광콘텐츠인 “비 의 바
람 숲”에 구성과 이를 이용했던 관광객들에 태도를 살
펴보는 데 있다. 여기에서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꽃’과 돌을 뜻하는 ‘자왈’을 합쳐 만든 합성어로
서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
괴지대로 나무와 덩굴식물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
을 이르는 제주 고유어이다[4].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델(TAM)의 개인혁신성을 
외부변수 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그리고 
이용만족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림 1]
에서 보는 것처럼 VR관광콘텐츠의 기획, 디자인, 구현․
실행, 플래닝 단계를 거치면서 관광콘텐츠에 제작과정
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문적으로
는 VR관광콘텐츠의 수용변인들에 대한 검증과 논의를 
제공하고, 실무적으로는 향후 개발될 새로운 VR관광콘

그림 1. VR 관광콘텐츠 개발과정 흐름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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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VR 관광콘텐츠와 기술수용

1. VR관광콘텐츠 ‘비밀의 바람 숲’
‘비 의 바람 숲’은 제주의 독특한 숲인 곶자왈을 배

경으로 공상(fantasy)의 세계를 스토리텔링과 감성을 
담은 VR 3D 체험형 애니메이션이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콘텐
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관광객들에게 곶자
왈이라는 관광자원과 캐릭터, 스토리, 자연적 가치 등 
융합된 관광콘텐츠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 의 바람 숲’의 콘텐츠 제작은 3D CGI와 실시간 
엔진 기반의 VR 애니메이션으로 해상도 2160×1200
을 제작포맷을 구현하였고, 5분 분량의 체험콘텐츠 유
형으로 제작되었다[5].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역으
로 특이한 자연생태계속에서 ‘요정’이라는 캐릭터 콘텐
츠를 개발하고, 캐릭터와 교감하는 시선 반응형의 인터
렉션를 응용하여 대화 및 보물찾기 체험을 즐길 수 있
도록 구성되었다. 

표 2. ‘비밀의바람 숲’ 콘텐츠 구성과 내용[5]
구분 주요내용

제작방법    Full 3D CG VR

포  맷    해상도 2160×1200

장  르    3D VR 체험 콘텐츠

분  량    5분

특  성    뮤지컬요소가 접목된 시선반응형 VR 3D 체험형 애니메이션

배  경    제주 곶자왈 숲 속

주  제    숲을 지키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비밀의 바람 숲’에서 노래와 
함께 숲속 보물찾기 

캐릭터    제주 곶자왈에서 살고 있는 요정들(돌망, 모롱, 오드리, 콩찌)

인터렉션    시선 반응형의 인터렉션을 통한 캐릭터와 교감 및 보물찾기

곶자왈은 탐방객들의 관광, 힐링, 치유, 자연체험, 환
경교육, 생태교육 등 관광적 가치나 교육적 가치가 높
아지고 있는 곳이다[6].이러한 가치를 가상현실 공간에
서 숲을 지키는 요정들을 캐릭터로서 개발하였으며[5], 

VR관광콘텐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여 환경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관광객
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고 관광트렌드에 맞도록 구현
되었다. 

돌망 모롱 오드리

그림 1. 콘텐츠 가상현실 공간 및 캐릭터[5]

2. VR관광콘텐츠의 개인 혁신성
개인 혁신성(innovativeness)은 소비자관점에서 사

회체계 내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혁신
을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되며[7], 새로운 것을 초기에 
채택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Rogers[8]는 특정 개인이 사회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 앞서 혁신을 채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면
서 개인의 지각을 통해 새롭다고 인식한 신제품 수용 
속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에
게 내재되어 있는 혁신성은 오피니언 관광객의 특성으
로 나타나며, 관광객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
가에 대한 기대로 새로움을 추구하기도 한다[9].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관광객들은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 VR 관광콘텐츠를 체험하
고 경험하는데 개인의 혁신적인 성향이 작용될 수 있
다. VR 관광콘텐츠 설계의 목적이 VR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되는 
것이며,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관광지의 
매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개인의 혁신
적 성향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것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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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배우는 경향이며[10], 혁신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신뢰하며 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11][12].  

3.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VR관광콘텐츠가 새로운 

기술로서 특정기술이 행위에 포함되며 수용여부에 중
요한 변수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과정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으로서 합리적 행위행동이론을 기반으로 
기술수용모형(TAM)을 제안하는 Davis[13]의 연구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
인의 신념 태도, 의도와 행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
명하는 것으로[14], Davis[13]는 새로운 정보 기술 시
스템 수용과 관련된 신념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용이성을 제안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자가 특정 기술을 채택하는 것
이 어떠한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자가 특정 기술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13]. 이는 특정 정보기술은 정보제공의 목적 자체가 유
용하다면  신뢰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노력이 많이 든다면 거부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유용성
과 이용하기 쉬운 용이성은 이용태도에 접한 관계가 
있다[15]. 따라서 VR 관광콘텐츠의 특정기술을 통해 
구현된 유용한 정보들이 관광정보의 유용함과 관광활
동에 도움이 되어 흥미유발로 요소로서 살펴볼 수 있
다. 또한, VR 관광콘텐츠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신기술
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이 용이하다면 콘텐츠의 이해
와 습득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 3D 체험형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된 VR관광콘텐츠가 VR기술과 스토리가 포함된 콘텐츠
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4. 이용만족 
관광지는 가상현실(VR) 기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지에 대한 관심, 흥미, 몰입감 등을 촉진하여 체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2]. 특히, 고객만족을 통해 지
각된 실제 경험과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다[16]. 다시 말해서, 곶자왈 
테마 VR 3D 체험형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전 기대가 
실제경험이 일치여부가 비교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
다. 또한, 관광객 관점에서 고객으로서 지불한 대가의 
보상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면서, 잠재적 모든 속성이
나 차원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17][18]. 

이용만족에 관련 연구들은 다양하게 정보기술시스템
에 이용에 대한 기대대비 만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DeLone&Mclean[23]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용만족
변수는 정보기술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연구
들에서 표면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해야 하며 성공
적인 시스템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정보기
술시스템의 이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과에 대한 이용
자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24], 이용자의 인지하
는 사전적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
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보기
슬시스템으로서 믿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
미에서 나지영[25]은 VR게임의 이용자의 이용만족은 
VR게임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느끼
는 만족의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VR관광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관광객들은 기대대비 평가로서 이용자가 
느끼는 관광만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관광만족
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가 관광을 통해 어떻게 충족되
고 어떤 형태의 보상 혹은 만족을 추구하는가를 파악하
는 것이다[1][19]. 여기에 관광만족의 유형적 요소로서 
관광자원, 위락,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무형적 요소가
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관광지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19]. 따라서 VR 관광콘텐츠
의 이용한 관광객들은 전반적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거나,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관광정보로서 만족
하게 된다. ‘비 의 바람 숲’의 콘텐츠 제작은 VR관광콘
텐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여 환경적 가치와 교육적 가
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Ⅲ. VR관광콘텐츠 연구모형과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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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4개 가설을 설정하
였다.

그림 2. VR관광콘텐츠 연구모형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개인혁신성은 양성수[9]. 
Rogers[8]을 참고하여 관광객들이 내재되어 있는 오피
니언 특성으로서 새로운 기기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먼
저 경험하고자 하는 혁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이러한 개인혁신성은 VR관광콘텐츠의 기술수
용으로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그리고 이용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

가설1.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개인 혁신성은 지각
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개인 혁신성은 지각
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개인 혁신성은 이용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지각된 유용성은 용이성은 
Davis[13], 정득일[15], 나지영[25]을 참고하여, 관광객
들이 특정 기술을 채택하면서 관광활동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정의하였다. 이는 VR관광콘텐츠를 이
용하면서 기대대비 만족정도를 의미하는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가설4.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지각된 유용성은 이
용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VR관광콘텐츠 이용객의 지각된 용이성은 이
용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VR관광콘텐츠 체험과정 및 설문조사
곶자왈을 배경으로 공상(fantasy)의 세계를 구현한 

‘비 의 바람 숲’ VR 관광콘텐츠은 숲을 지키는 요정들
이 곶자왈이 식생을 설명하고 교육적 가치와 흥미유발
을 위한 보물찾기로 구현되었다. 이 콘텐츠를 체험과정
은 [그림 3]와 같이 VR체험준비, VR체험 중, VR체험 
이후 등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 VR관광콘텐츠 체험과정 및 설문조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읍 소재 C 관광지에 VR관광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설문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월7일∼13일
까지 7일간 진행하였으며, 총 277부의 유효 표본을 확
보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Window 18.0과 AMOS 18.0을 이
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개인 
혁신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이용만족 등 구
성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요인분석, 경로
분석 등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Ⅳ. 실증분석

1. VR관광콘텐츠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VR관광콘텐츠 이용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127명(45.8), 여성 150명(54.2%)으로 표본이 이루어졌
다. 또한, 결혼여부는 기혼이 167명(60.3%), 미혼이 11
명(39.7%)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30∼39세가 
107명(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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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고졸이하 68명(24.5%), 전문대졸이 29명(10.5%), 
대학교졸 161명(58.1%), 대학원 이상 19명(6.9%)으로 
나타나 대학교졸 이상이 65%로 학력이 높았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 105명(37.9%), 자영업 34명(12.3%), 공
무원 12명(4.3%), 대학생/대학원생 49명(17.7%), 전문
직 23명(8.3%), 기타 17명(6.1%)로 나타나 회사원이 
37.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월평균 개인소득별
의 분포는 201∼300만원이하 106명(38.3%), 100만원
이하 67명(24.2%), 301∼400만원이하 49명(17.7%) 
등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3. VR관광콘텐츠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7 45.8

여성 150 54.2

결혼
여부

기혼 167 60.3

미혼 110 39.7

연령

19∼29세 77 27.8

30∼39세 107 38.6

40∼세 93 33.6

학력

고졸이하 68 24.5

전문대졸 29 10.5

대학교졸 161 58.1

대학원이상 19 6.9

직업

회사원 105 37.9

자영업 34 12.3

공무원 12 4.3

대학생/대학원생 49 17.7

전문직 23 8.3

기타 17 6.1

개인
소득
(월)

100만원 이하 67 24.2

101∼200만원 15 5.4

201∼300만원 106 38.3

301∼400만원 49 17.7

401∼500만원 23 8.3

500만원 이상 17 6.1

계 277 100

2. VR관광콘텐츠 이용자의 관광형태
VR관광콘텐츠 이용자의 여행기간을 살펴보면 1박2

일 25명(9%8), 2박3일과 3박4일이 각 82명(29.6%), 4

박5일 이상이 88명(31.8%)로 나타났다. 제주방문 횟수
는 처음방문이 40명(14.4%)인 반면 2회 28명(10.1%), 
3회 40명(14.4%), 4회 36명(13%), 5회 40명(14.4%), 
6회 이상 93명(33.6%) 등 재방문이 85.6%로 높은 빈
도를 보였다. 그리고 동행인인 경우 가족/친지가 229
명(8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VR관광콘텐츠 이용자의 관광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여행
기간

1박2일 25 9.0

2박3일 82 29.6

3박4일 82 29.6

4박5일이상 88 31.8

제주
방문
횟수

1회 40 14.4

2회 28 10.1

3회 40 14.4

4회 36 13.0

5회 40 14.4

6회이상 93 33.6

동행인

혼자 2 0.7

친구 42 15.2

가족/친지 229 82.7

회사동료/모임 4 1.4

계 277 100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변수의 수렴타당도와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적합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3가지 구성개념의 신뢰도 및 타
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들의 개념신뢰도(Composit Reliabilit 
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적합도 기준 0.70, 
0.50 이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구성개념 신뢰도는 전
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 
표준적재치가 0.50 이상이며, C.R.(Critical Ratio)값
이 1.96을 넘어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므로, 본 척도들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한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수들은 각각 χ
2=291.67(df=84, p=.000) RMR=.0.34 GFI=.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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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FI=.824 NFI=.912 CFI=.935 RMSEA=.095로 나
타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 구성개념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구분 항목 SRW C.Ra AVEc CRd 

개  인
혁신성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이용방법을 
찾음 0.801 16.787

0.72 0.91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이용 0.902 -b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먼저 이용하는 편임 0.838 18.085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함 0.766 15.623

지각된
유용성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많은 정보를 
제공함 0.910 23.322

0.78 0.93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유용함 0.921 -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흥미를 유발하는데 
유용함 0.751 16.016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내용이 유용함 0.728 15.191

지각된
용이성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움 0.874 22.001

0.84 0.95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작동이 용이함 0.922 -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상호작용이 쉬움 0.859 19.318

VR 곶자왈 관광콘텐츠는 이해하는데 용이함 0.821 19.198

이용
만족

VR 곶자왈 관광콘텐츠에 만족함 0.847 19.878

0.83 0.94VR 곶자왈 관광정보 이용에 만족함 0.948 -

VR 곶자왈 관광정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0.834 19.318

χ2=291.67(df=84, p=.000) RMR=.0.34 GFI=.877 AGFI=.824 NFI=.912 
CFI=.935 RMSEA=.095

a CR=Critical Ratio.
b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1로 고정시킨 것임.
c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준화요인부하값.
d CR= Composit reliability=  , 
  :표준화요인부하값.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구성개념간 
상관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4개로 구성된 구성
개념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0.214에서 0.645사이로 측
정되어 권장수준인 0.85이내[20][21], 평균분산추출지
수(AVE) 값이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나
타나 판별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9][22].

표 6.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개인혁신성 지각된유용성 지각된용이성 이용만족
개  인
혁신성 0.72c

지각된
유용성 0.270** 0.78

지각된
용이성 0.214** .645** 0.84

이용
만족 0.290** 0.375** 0.422** 0.83

  ** p〈0.001,  c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4. 가설검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과 같으며, 이를 통해 

연구 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연구 구조모
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각 =402.562(df=85, 
p=.000), Q=4.736, CFI=.901(>.90) 등으로 나타나 구
조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연구모형 분석결과의 경로계수

[그림 4]과 [표 7]를 통해 가설 1인 개인 혁신성이 지
각된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0.252(CR값 4.403)로 채택 되었다. 가설 2인 개인혁신
성이 지각된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경로계
수 0.199(CR값 3.57)로 채택 되었다. 또한 가설 3인 
개인혁신성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경로
계수 0.175(CR값 2.865)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4
인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은 경로계수 0.283(CR값 4.297)로 채택되었다. 마지막
으로 가설 5인 지각된 용이성이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



VR관광콘텐츠의 이용만족에 대한 연구 191

친다는 가설은 경로계수 0.196(CR값 2.944)로 채택 
되었다. 

표 7. 구성개념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C.R 결과

H1 개인혁신성 → 지각된 유용성 .252 4.403 가설채택

H2 개인혁신성 → 지각된 용이성 .199 3.570 가설채택

H3 개인혁신성 → 이용만족 .175 2.865 가설채택

H4 지각된유용성 → 이용만족 .283 4.297 가설채택

H5 지각된용이성 → 이용만족 .196 2.944 가설채택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환경자산으로서 곶자왈을 테
마로 구성된 VR 관광콘텐츠인 “비바람 숲”에 구성과 
이를 이용했던 관광객들에 태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서 개인 혁신성,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용이성, 이용만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실증연구로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VR 관광콘텐츠인 “비바람 숲”을 이용했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β
=0.252)과 지각된 용이성(β=0.199)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용방법 찾거나 망설 없이 이용하기를 
종하는 관광객들이 VR관광콘텐츠에 대한 유용한 정보
로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VR 관광콘텐츠의 작동이 용이하거나 보다 쉽게 이용하
는데 있어 콘텐츠 상호작용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개인 혁신성은 VR관광콘텐츠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개인혁신성은 이용만족(β=0.175)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VR관광콘텐츠를 이용
한다면 콘텐츠 정보전달과 이해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개인 혁신성은 VR관광콘텐츠의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만족(β
=0.283, β=0.19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VR관광콘텐츠에 담고 있는 관
광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들이 기대대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VR관광콘텐츠가 상호작용이 쉽고 이해하는데 용이하
다면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향후 VR기반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활용은 유
용함과 용이함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핵심 기술이자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인 VR관광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인 측정도구를 제공하고, 개인혁신성과 이용만족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VR기기 관광콘텐
츠 개발과 활용에서 있어 학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으
로 활용할 수 있다. 학술적인 측면은 콘텐츠 응용에 관
점에서 VR관광콘텐츠에 대한 관광소비자 관련 연구들
에 관광활동, 행동, 태도 등 기초이론을 제공될 수 있다. 
VR관광콘텐츠의 핵심적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연구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미래 VR관광콘텐츠 연구에 학문
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VR기기 이용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스토리 기반 VR콘텐츠 기획단계와 
실행과정, 그리고 이용객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관광
객의 혁신성과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용이성, 유용성, 
이용만족을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광산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특
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모델의 연구 측
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VR관
광콘텐츠의 행동이론, 교환과정, 커뮤니티 등 다양한 관
점에서 응용 및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비용이나 편의성, 품질 등 VR
콘텐츠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 VR관광콘텐츠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만이 아니라 
VR관광콘텐츠를 활용하게 될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기초 연구의 성
격으로 VR관광콘텐츠의 어떤 요소가 사용자에게 만족
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중요하며 기술개발 및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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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주지역
의 환경자산으로서 곶자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VR기
기 기반 관광콘텐츠 구현과 관광객의 태도를 설명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관광콘텐츠 마
케터 및 기술자들에게 관광자원의 활용과 VR기기 스토
리 구성, 그리고 타켓시장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과 실
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향후 VR기반 관광콘텐츠 뿐만 
아니라 AR, 드론, IoT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
텐츠들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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