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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용

이 가능해짐에 따라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정

보의 수집, 공유,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

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새로운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은 평면적인 디지털 

정보의 활용을 넘어 새로운 정보와 적극적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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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research model that examines the impact of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n curiosity and fun, which influence revisit and word-of-mouth intentions for an augmented reality store. Data 

was collected from 189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ceived techno- 

logical innovativeness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uriosity and fun. Second, curios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fun. Third, curiosity had positive effects on revisit and word-of-mouth intention toward the 

augmented reality store, while fun had no effect on revisit and word-of-mouth intention. Fourth, curiosity me-

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revisit intention, and between per-

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word-of-mouth intention.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in the offline store leads to a positive response through curiosity rather than fu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fashion companies develop and utilize augmented reality content that stimulates more curiosity.

Key words: Augmented reality store,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Curiosity, Revisi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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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며 몰입감 있는 체험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Steuer, 1992; Suh & Prophet, 2018; Witmer & Singer, 

1998).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술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의료, 유통 등의 산업에 적용되며 향후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 모바일 쇼핑, 게임 등의 운영

체제에서 중요한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Sallomi 

& Lee, 2017). 또한 2020년까지 수 만개의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이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Sallomi & Lee, 2017), 새로운 기술이 상용

화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마케팅 영역에서도 사용되면서 

오프라인 소매 상점에서는 가상 피팅룸, 가상 센터, 

가상 에이전트 등의 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를 보조하

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Beck & Crié, 2018). SPA브

랜드인 ‘자라(Zara)’는 최근 매장에 증강현실 체험 서

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신규 컬렉션 의상을 착

용한 가상의 모델을 증강현실이 구현된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의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이색적인 환경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리테일 환경에서 증강현실 

서비스의 효용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소매 상점의 판매 환경이 소비자들의 탐색행

동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Brengman et al., 2019; Cho & Kim, 

2019). 그러나 의류 매장 내 증강현실 기술 도입에 따

른 소비자의 감정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며, 의류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가상 피팅

룸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매장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특히 기술이 접목

된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매장은 기존의 매장과는 다

른 혁신적인 매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기술이 도입된 매장

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성을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의

류 제품 디스플레이를 통해 인지된 기술혁신성이 소

비자가 느끼는 감정인 호기심과 재미를 매개하여 소

비자의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극(S)-유기체(O)-반응(R) 

모델을 적용하여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매장에서 

인지된 기술혁신성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재미에 

미치는 영향, 호기심과 재미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인지된 

기술혁신성과 소비자 행동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호

기심과 재미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증강현실에 대

한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감정 및 자

극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패션 산업에서의 증강현실 서

비스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기술혁신성이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마케팅 

측면에서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소매업체의 경쟁

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설정

1. 증강현실의 적용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디지털 정보를 현

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정의된다(Craig, 2013). 증강현실의 특징은 온라인이

나 모바일을 통해 가상의 물체를 현실로 가져오거나,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Milgram & Kishino, 1994). 초기의 증강현실 기술

은 주로 TV 시청 도중 3차원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방

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증강현

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들은 증강현실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길을 걷는 도중 근접 식당과 관련

된 후기를 얻거나 가상의 모델이 착용한 의복과 움직

임을 보고 생동감 있게 의류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또한 증강현실을 이용

한 어플리케이션은 매장 또는 가정에서 가상으로 제

품을 착용해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용되

기도 한다(Javornik, 2016; Pantano et al., 2017; Pantano 

& Servidio, 2012).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진행

되어 왔다. 증강현실을 도입한 박물관 체험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He et al., 

2018), 모바일 게임에서의 증강현실 기술은 게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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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및 재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Rauschnabel 

et al., 2017). 최근 증강현실 관련 연구는 보다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상황 내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할 때의 개인 정보 접근 제어감과 콘

텐츠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Poushneh, 

2018)과 증강현실을 통한 심리적 소유감과 제품에 대

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ren-

gman et al., 2019).

이러한 증강현실은 의류 제품의 시연 및 마케팅 분

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흥미, 새로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인 ‘Burberry’에서는 증강현실 키트를 활용한 

런웨이를 선보였으며(Hendriksz, 2017), 런던예술대학

(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는 스타트업 브랜드

인 ‘Holo-me’, 영캐주얼 브랜드인 ‘RIXO’와 협업하

여 증강현실을 활용한 런웨이를 시청할 수 있는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한 바 있다(Arthur, 2017). 이렇듯 증

강현실 기술은 패션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부

족하다. 특히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이 오프라인 매장

에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매장에 대해 혁신적으

로 느끼는지, 이러한 혁신적 매장의 특성이 소비자의 

감정이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R 모형

을 사용해 증강현실을 적용한 오프라인 매장의 기술

혁신성이 소비자의 감정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자극(Stimulus)-유기체(Organism)-반응(Res-

ponse) 모델

매장 내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

여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는 환경적 자극(Stimu-

lus)-유기체(Organism)-반응(Response) 모델(S-O-R 모

델)이라 할 수 있다. S-O-R 모델은 Mehrabian and Rus-

sell(1974)에 의하여 환경심리학 연구에 처음으로 소

개되었다. Mehrabian and Russell(1974)에 따르면 특정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및 회피 반응(Response)

은 환경 신호를 포함하는 자극(Stimulus) 신호가 유발

하는 사람들의 내부평가(Organism)의 결과이다(Yang 

& Jung, 2011). 즉, 고객의 감정이 구매의도나 재이용

의도와 같은 다양한 행동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것

이다.

S-O-R의 첫 단계인 자극(S)은 환경이 주는 자극을 

의미하며, 매장과 관련된 물리적, 심리학적 요인을 

반영한다(Donovan & Rossiter, 1982; Mehrabian & Ru-

ssell, 1974). S-O-R의 두 번째 단계인 유기체(O)는 자

극의 도입에 따른 정서적 상태로 이론화 되며 유기체

로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적, 정서적 

매개 단계 및 과정으로 표현된다(Kawaf & Tagg, 2012). 

마지막 단계인 반응(R)은 자극에 대한 접근 및 회피 

행동으로, 자극에 노출되고 소비자의 내적 유기체가 

발전되면 반응행동이 일어난다(Donovan & Rossiter, 

1982; Kawaf & Tagg, 2012; Mehrabian & Russell, 1974).

S-O-R 모델을 사용하여 점포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의 환기 수준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Lee 

et al.(2008)의 연구결과 높은 환기 수준은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즐거움은 행동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점포 내 감정이 

점포에 대한 태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Donovan et al., 1994; 

Yoo et al., 1998). 또한 점포 내 구매자의 감정적 상태는 

실질적인 구매행동을 예측하게 하며, 특히 점포 환경

에 의해 유도된 즐거움은 점포에 대한 구전의도를 야

기하는 강력한 유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17; 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기술혁신

성을 자극(S)으로, 호기심과 재미 감정을 유기체(O)

로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를 

반응(R)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인지된 기술혁신성

일반적으로 혁신성이란 같은 사회 체계에 속한 사

회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새로

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

미하며(Rogers & Shoemaker, 1971), 새로운 것, 새로

운 컨셉 또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흥미를 느

끼고 이를 기꺼이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Rogers, 

2010).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혁신성의 다양

한 정의 가운데 공통적인 개념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 

성향(Venkatraman, 1991)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혁신

성은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선호하는 것에 기초한 개

념이며(Raju, 1980; Venkatraman & Price, 1990),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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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만

든다(Kim, 2011). 따라서 소비자에게 인지된 혁신성은 

새로운 컨셉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다(Ostlund, 1974; Rogers & Shoemaker, 1971).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

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는 새로운 스타일

과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Lee, 2011). 이에 따라 최근 

패션 리테일 매장은 오감의 만족을 느끼려는 현대인

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Kim, 2017). 특히, 본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공간

에 기반한 가상의 공간을 통해 실제 세계와는 다른 새

로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실재감(Bae & Kim, 2015; 

Kim & Kim, 2010)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에게 혁신적인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된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진 바 있다(Agarwal 

& Prasad, 1998; Hung et al., 2003; Yang, 2005). 본 연구

에서 증강현실 환경을 통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된 기술혁신성은, 소비자가 매장의 기술을 새롭

고 색다르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강현실이 도입된 패션 매장 환경은 실재감과 상호

작용성에 따른 사용자의 지각력을 증가시킴으로써

(Bae & Kim, 2015; Bae & Kwon, 2018), 해당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매장 내 증강현실 상황에 

따른 소비자들의 인지된 기술혁신성은 S-O-R 모델

에서의 환경적 자극(S)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정서

적 상태(O)인 호기심, 재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매장의 증강현실 상황에 의해 인지된 기술혁

신성은 소비자의 호기심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매장의 증강현실 상황에 의해 인지된 기술혁

신성은 소비자가 느끼는 재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호기심 

정서적인 상태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 

많은 측면에 영향을 주며(Han et al., 2007), 소비자들

은 특정한 정서적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적, 동기부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호기심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쇼핑 경

험의 일부분으로서 정서적인 반응으로 정의되거나 

동기부여적 과정으로 정의되어 왔으며(Anderson et 

al., 2014; Menon & Soman, 2002), 구매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탐구되어 왔다(Hill et al., 2016). 

이러한 호기심은 소비자들의 내재적인 동기로서 소

비자들의 탐색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Beck & 

Crié, 2018; Kang, 2019). 호기심은 대인관계적 호기

심, 인지적 호기심, 감각적 호기심, 지각적 호기심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기도 하며(Koo & Ju, 2010), 이 

가운데 지각적 호기심은 새로운 지각적 자극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로 정의된 바 있다(Collins et al., 2004).

한편, 매장 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소비자들의 호

기심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장치로서 소비자들의 구

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롭거나 모호한 자극

일수록 환경의 자극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동안 더 많

은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며 호기심을 느끼게 되므로

(Forgas, 1995; Hill et al., 2016), 증강현실을 이용한 환

경 자극이 가지는 새로움의 특성은 호기심과 직접적

으로 연관될 수 있다. 매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로

서의 환경적 장치인 가상 피팅룸은 제품에 대한 호기

심과 애고의도를 거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바 있다(Beck & Crié, 2018).

5. 재미

쇼핑 경험을 하는 동안 소비자는 실용적 가치와 쾌

락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으며(Mathwick et al., 2001), 

재미는 쇼핑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가치 가운데 쾌락

적 혜택으로서 제시되어 왔다(Chandon et al., 2000). 쾌

락적 가치로서의 재미는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쾌락적 쇼핑 혜

택 및 가치로서의 재미와 즐거움이 옴니채널에 기반

한 프로모션과 브랜드 태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연구

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Blom et al., 2017).

또한 기술수용모델(Technological Acceptance Mo-

del: TAM)의 관점에서 재미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기술을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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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향을 미친다(Shim & Han, 2012). 이와 관련하여 

기술 기반 셀프서비스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용이

성과 재미 또는 즐거움은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

다(Dabholkar, 1994).

새로운 기술로서의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사용자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증강현실 기

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의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경험 중 제품 평가를 용이하게 함이 밝혀

져 왔다(Huang & Liao, 2015; Kim et al., 2017). 이는 증

강현실의 주요 특성인 상호작용성을 통하여 사용자

의 몰입감과 실재감이 극대화되어 사용자가 새로움

이나 재미 등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

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Sung & Lee, 2011). 즉, 증강현

실에 의해 시뮬레이션 된 경험은 즐거움을 야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즐거움은 사용

자의 긍정적인 기술 사용 태도 및 제품에 대한 태도를 

야기한다(So & Kim, 2013; Yim et al., 2017).

한편, 호기심이 높을수록 환경적 신호에 더욱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즐거움과 각성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Koo & Ju, 2010). 또한 광고 전략이 호기심을 불

러일으킬수록 제품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는 연구

(Menon & Soman, 2002)에 따라 증강현실 기술에 의

한 인지된 혁신성에 따른 호기심은 재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매장의 증강현실 경험을 통해 얻은 호기심은 

재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 

재방문의도는 소비자 개인의 점포 속성 평가결과

에 따른 특정 매장에의 재방문 의사를 의미한다(Kim 

et al., 2010). 재방문의도는 특정 상품의 재구매가 아

닌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구

매의도와는 다르며 점포에 대한 만족감은 그 브랜드

의 점포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Park et al., 2010).

구전(Word-of-mouth)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소비자행동 중 하나로 서비스나 브랜드, 혹은 

특정한 제품에 대한 자신의 이용 경험을 전달하는 행

동이며(Terblanche, 2011),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하

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의

지적으로 표출하는 의사소통이다(Oliver, 1980). Kong 

et al.(2015)은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이용 경험을 소비

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하려는 의향을 구전의도로 

정의하고, 브랜드 경험은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소비자 감정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기심과 재미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이 규명되어왔다.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상

품을 제시하는 방식은 호기심과 애고의도를 매개하

여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실제매장에 대한 이용의도와 구매의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 & Crié, 2018). 

또한 제품의 지각된 혁신성과 제품에 대한 지각된 호

기심은 제품의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2016).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상품 제시 방식을 통해 야

기된 재미나 즐거움의 감정이 매체와 제품 태도에 미

치는 영향도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기 시작하

였다. 증강현실 매체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즐거

움은 매체에 대한 태도를 통해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Pantano et al., 2017)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im et al., 2017). 

증강현실 패션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즐거움은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재사용의도,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 & Kim, 2013). 

또한 재미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사

용의도를 형성함으로써 구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침이 밝혀졌다(Han et al., 2012). Donovan et al.(1994)

의 연구결과에서도 즐거움을 주는 환경들이 계획되

지 않은 쇼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였다. 또한 즐거움과 환기는 점포 환경에서 더 오랜 시

간 머물게 하고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행

동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Bae & Kwon, 2018; 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et al., 1994). 이에 따라 증강현실이 사용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호기심과 재미는 매장에 대한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매장의 증강현실 경험을 통해 얻은 호기심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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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매장의 증강현실 경험을 통해 얻은 호기심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매장의 증강현실 경험을 통해 얻은 재미는 재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매장의 증강현실 경험을 통해 얻은 재미는 구

전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O-R 모델을 토대로 오프라인 매

장에서 증강현실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인지된 기술

혁신성이 호기심과 재미에 미치는 영향과, 호기심과 

재미가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자라’ 브랜드의 증강

현실 매장을 경험하는 상황을 자극물로 채택하였다. 

이에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브랜드 선호

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브랜드 선호도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실험자극물

설문 응답에 앞서, 증강현실 매장을 경험하는 상황

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도록 한 뒤, 시나리오에 따른 

상황이 반영된 영상물 형식의 자극물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먼저, 증강현실의 정의와 자극물인 영상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의 시나리오로서 ‘다음에 제시되는 가상의 상황

을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한 뒤, ‘귀하는 주말에 입

을 옷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다음과 같은 패션 

매장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해당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도록 하였다. 자

극물로는 ‘자라’의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로 진행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인 ‘Shop the Look’을 시연 및 

체험하는 영상을 제시하였다. ‘자라’의 ‘Shop the Look’

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AR 어

플리케이션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였다. 이는 매장 내에서 구

현되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된 서비스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영상에서 증강현실 기술은 생동감 있게 구현되고 있

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핵심 기능인 제품 디스플레

이에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증강현실 

매장을 나타내는 자극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극물로 제시된 영상은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 증

강현실 기술 시연 영상과 ‘자라’가 제시한 증강현실 

기술 홍보 영상을 편집하여 하나의 영상물로 제작한 

것이다. 자극물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오프라인 매장

의 증강현실 기술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먼저, 휴대폰을 매장 밖의 쇼윈도에 가져가면 쇼

윈도에 컬렉션 의류를 착용하고 포즈를 취하는 모델

의 모습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매장 내

로 이동하여 매장 내에 설치된 증강현실 센서에 휴대

폰을 가져가면 매장 안에 동일 시즌의 다른 종류의 컬

렉션 의류를 착용하고 포즈를 취하는 모델이 나타난

다. 소비자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매장의 모습을 영상

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해당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구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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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자극물의 주요 컷 사진과 해당 장면에 대

한 설명은 <Fig. 2>와 같다. 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면 

응답자가 자극물을 주의 깊게 시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에 등장하지 않은 의류 아이템을 고르는 질

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불일치하는 

응답을 기록한 참여자는 증강현실 매장 경험의 상황

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참여자

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소매 매장 경험

의 맥락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인지된 기

술혁신성, 호기심, 재미 및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 대상자 개인

의 ‘자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재방문의도 및 구

전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브랜

드 선호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기술혁신성의 측정을 위하여 Wu and Ho

(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3문항을 

사용하였다. 호기심은 Stell and Paden(1999)의 연구

를 기반으로 3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재미는 

Arnold and Reynolds(2003)와 Han et al.(2012)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3문항을 사용하였다. 

재방문의도는 Jones et al.(2000)와 Chae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전의도는 Wang(2018)과 Maxham III and Netemeyer

(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수정하여 3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그 외, 자극물 시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영상 속 가상 모델이 착용한 의류 아이

템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답

이 불일치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편의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수도권

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을 진행하였다. 2018년 8월에 총 300부를 배포하여 

203부의 설문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하고 총 189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빈

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평가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AMOS 

24.0을 활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

령은 31.06세이며 20대는 66명(34.9%), 30대는 123명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a) Experiencing AR

at the show window

(b) View of model

I from the AR screen

(c) Entrance to the

AR service zone

(d) AR sensor installed

in the store

(e) Experiencing AR

inside the store

(f) View of model II

from the AR screen

(g) View of model III

from the AR screen

(h) View of model IV

from the AR screen

Fig. 2. The stimulus of study: Zara's A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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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3명(59.8%), 대학원 졸업이 37명(19.6%), 대학원 

재학이 22명(11.6%)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의 응답자들로 구성되었다. 직업은 전문직이 56명

(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무직(46명, 24.3%), 

학생(34명, 18.0%), 전업 주부(26명, 13.8%) 순으로 많

았다.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84명

(44.4%),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49명(25.9%),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47명(24.9%), 100만 

원 미만이 9명(4.8%)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99명(52.4%)

이 미혼, 90명(47.6 %)이 기혼이었다(Table 1).

IV . 분석결과

1.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문항들

의 적합도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4개의 관측

변수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χ2=145.728(df=67), χ2/df=2.175, p=.000, SR-

MR=.033, GFI=.911, TLI=.960, CFI=.971, RMSEA= 

.079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산출하였

다(Park & Lee, 2009).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

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구성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각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700 이상이 되어야 하

며,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은 .500 이상,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는 .700 이상이 바람직하다(Lee & Lim, 2013). 본 연구

에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모두 유의하고, .600 이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ge
20-29 66 34.9

30-39 123 65.1

Marital Status
Single 99 52.4

Married 90 47.6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5 2.6

College enrollment 12 6.3

College graduate 113 59.8

Grad. school enrollment 22 11.6

Grad. school graduate 37 19.6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KRW 9 4.8

1,000,000-3,000,000 KRW 47 24.9

3,000,000-5,000,000 KRW 49 25.9

5,000,000-7,000,000 KRW 31 16.4

More than 7,000,000 KRW 53 28.0

Occupation

Professional 56 29.6

Office worker 46 24.3

Student 34 18.0

Full-time homemaker 26 13.8

Self-employed 9 4.8

Service staff 7 3.7

Others 11 5.8

Total 189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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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났으며, AVE 값이 .500 이상 CR 값은 .70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Table 2). 

또한 각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을 

비교해본 결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낮

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Table 3).

2. 가설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을 이용하

여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

랜드 선호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구조방정식 모

Mean

(S.D.)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Fun Curiosity
Revisit

Intention

Word-of-Mouth 

Intention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5.008

(1.226)
.763a

Fun
5.113

(1.360)
.496b .921

Curiosity
4.764

(1.369)
.427 .685 .741

Revisit

Intention

4.171

(1.220)
.245 .417 .453 .671

Word-of-Mouth 

Intention

4.764

(1.343)
.309 .526 .531 .718 .755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The technology of this store is innovative. .881 15.404***

.906 .763 .844The technology of this store is different. .885 15.498***

The technology of this store is creative. .854 -

Fun

It is interesting to experience this store. .958 32.576***

.972 .921 .947It is fun to experience this store. .957 32.304***

I am happy to experience this store. .964 -

Curiosity

I am curious about this store. .912 -

.895 .744 .792I want to know more about this store. .874 18.819***

I feel immersive while looking at this store. .797 14.709***

Revisit 

Intention

I will visit this store again. .956 -

.770 .671 .675I will continue to use this store even if the price increa- 

ses.
.655 09.278***

Word-of-Mouth 

Intention

I am willing to recommend this store to others. .810 14.755***

.899 .755 .812
If I get a chance, I want to visit a store with my acqua- 

intances.
.894 17.931***

I want to spread the word about this store. .900 -

***p<.001

Table 2. Result of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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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Fig. 3>과 같다. 구

조모형의 적합도는 χ2=195.019(df=81), Normed χ2=

2.408, p=.000, GFI=.892, SRMR=.048, TLI=.945, CFI

=.958, RMSEA=.087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

준이었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Fig. 3>과 같이, 인지

된 기술혁신성은 호기심(β=.720, p<.001)과 재미(β= 

.218,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또한 호기심은 재미에 

정적 영향을 미쳐 가설 3도 채택되었다(β=.739, p<.001). 

호기심은 재방문의도(β=.750, p<.001)와 구전의도(β

=.739,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쳐 가설 4와 가설 5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재미는 재방문의도(β=-.007, p>.

05)와 구전의도(β=.092,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아 가설 6과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서 재미는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호기심은 재방문의

도와 구전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인지된 기술혁신성은 호기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호기심은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기심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

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

트스트래핑을 통해 재추출한 표본은 500개이며, 호

기심의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

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재방문의도에서 호기

심의 매개효과는 하한값(Lower Bound: LB)이 .420, 

상한값(Upper Bound: UB)이 .673으로 0을 포함하지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Results

H1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 Curiosity  .720 .082 10.187*** Accepted

H2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 Fun  .218 .072 3.419*** Accepted

H3 Curiosity → Fun  .739 .068 10.654*** Accepted 

H4 Curiosity → Revisit Intention  .750 .163 4.844*** Accepted 

H5 Curiosity → Word-of-Mouth Intention  .739 .154 5.099*** Accepted 

H6 Fun → Revisit Intention –.007 .161 –.047*** Rejected

H7 Fun → Word-of-Mouth Intention  .092 .150 .665*** Rejected

***p<.001

Table 4.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odel fit

   ***p<.001

   The model fit indices: χ2=195.019(df=81), Normed χ2=2.408, p=.000, GFI=.892,

   SRMR=.048, TLI=.945, CFI=.958, RMSEA=.087

Fig. 3. Research model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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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호기심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구전의도에 

있어서도 한값(LB)과 상한값(UB)이 각각 .502, .729로 

나타나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호기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V. 결론및제언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적용

되면서 사용자들의 몰입감 있는 체험이 가능해졌다. 

몰입형 기술로서의 증강현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색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쇼핑 경험

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증강현실 기술의 매장 

디스플레이에의 도입이 소비자의 탐색행동 및 감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O-R 모형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기

술을 활용한 의류 제품 디스플레이를 통해 인지된 기

술혁신성이 호기심과 재미를 매개하여 재방문의도

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된 기술혁신성

이 호기심과 재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호기심은 재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은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재미는 재방문의

도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증강현실 기술을 이

용한 매장의 인지된 기술혁신성은 호기심을 통해 재

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호기심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기술혁신성이 재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으로 또한 호기심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대

한 재미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은 재미보다는 호기심을 통해 매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상

품제시가 호기심을 통해 소비자 행동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Beck & 

Crié, 2018)와 일관성 있는 결과이나, 온라인 매장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상품제시

에적용한 상황에서도 호기심이 중요한 감정이 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호기심

이 재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소비자

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 자극이 또다른 소비

자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재미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된 환경에서 재미가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S-O-R 모델을 사용하여 증

강현실을 사용한 프로모션 체험에 따른 감정 반응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Kim & Park, 2017)에 따르면 환

기, 지배력과 달리 즐거움은 브랜드 태도와 방문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Lewis and 

Loker(2014)는 의류 매장 내 기술이 매장 점원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하여 세 가지 유형의 기술인 바디 스캐너, 

제품 컨피규레이터, 소셜 네트워킹에서 바디 스캐너

를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의 기술에서 즐거움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호기심은 소비자들의 내재적인 동기로

서, 대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동기를 부

여하는 욕구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Collins et al., 

2004),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재미 또는 즐거움은 많은 

브랜드들이 구매 단계에서 증가시키려고 하는 감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정서적 상태로서의 

한계점이 제시되어 왔다(Lee & Choo, 2015). 따라서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된 매장의 혁신성에 따른 재미

는 일시적인 감정으로서 이후의 추가적인 탐색 및 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신의 기술이 도입된 환경에서 재미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ath Lower Bound Upper Bound p-value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 Curiosity→ Revisit Intention .420 .673 .004

Perceiv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 Curiosity→Word-of-Mouth Intention .502 .729 .002

Table 5. Bootstrap results on mediation effects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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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패션 산업 환경 내 증강현실 기술의 

도입 추세를 반영하여 매장의 인지된 기술혁신성과 

감정 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복합적 모델을 제안하

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학술적, 실무적 의의

를 가진다. 특히, 증강현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의 해당 기술을 사용한 

상품제시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오프라인 

매장 상황에서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에 대해 소

비자의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인

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선

행연구들은 주로 증강현실 기술 자체와 밀접하게 연

관되는 상호작용성, 실재감, 생동감 등의 상태에 대해 

탐구해오고 있으나, 본 연구는 소비자행동에 직접적

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비자 감정 변인에 초점

을 맞추어 의미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소비자들

이 매장에서 느끼는 정서적 상태는 브랜드 및 제품과

의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

는 중요한 요소로서, 오프라인 매장을 혁신적으로 구

성하는 것은 소비자가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교류하

고 소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 셋째, 매장 내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이 재미보

다는 호기심을 통하여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

는 것을 검증하여 패션 기업들이 보다 호기심을 자극

하는 증강현실 컨텐츠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온라인 매장이 압도적으로 증

가해가는 패션 산업계에서의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구상한 연구로서의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매장의 예를 자극물

로 사용하였는데, 브랜드 선호도를 통제변수로 투입

하여 분석하였지만 증강현실 기술 관심도, 증강현실 

체험 여부, 의류 쇼핑 관여도 등과 같이 본 연구의 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거나 해당 변수에 따른 조

절효과를 보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

국 수도권 지역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응

답자의 지리적 위치가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

는 대한민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에 따른 일부 편향된 표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는 다른 문

화권에서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오프라인 매장에 

관한 연구이지만,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해당 기

술을 사용한 프로모션 체험이 종료한 직후였기에 온

라인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한 뒤 응답하는 형태로 진

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실

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경험하는 실

험연구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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