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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Give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methods for efficient information delivery have been 

constructed as the method of delivering product information moves from offline and 2D to online and 3D. These 

attempts not only are about delivering product information in an online space where no real product exists but also 

play a crucial role in diversifying and revitalizing online shopping by providing virtual experiences to consumers. 

360 product image is a photorealistic VR that allows a subject to be rotated and photographed to view objects in 

three dimensions. 360 product image has also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considering that it can deliver richer 

information about an object compared with the existing still image photography. 360 product image is influenced 

by divergent production factors, and accordingly, a difference emerges in the responses of users. However, as the 

history of technology is short, related research is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grasp the responses 

of user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ducts and the number of source images in the 360 product image 

process. To this end, a representative product among the product groups that can be frequently found in online 

shopping malls was selected to produce a 360 product image and experiment with 75 users. The emotional 

responses to the 360 product image were analyzed through an experimental questionnaire to which the semantic 

classification method was a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and grasp 

the sensitivity of consumers to 360 product image.

Key words: 360 Product Image, Stereoscopic Image, Virtual Reality, Object VR, Emotional Language, 

Semantic Classification Scale

요 약

정보 기술 발 으로 인하여 제품 정보를 달하는 방식이 오 라인과 2D 심에서 온라인과 3D로 이동하면서 효율

인 정보 달을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실물이 부재된 온라인 공간에서 단순히 제품의 

정보를 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가상의 체험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다변화  활성화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60 제품 이미지는 피사체를 회 시켜 촬 하여 상을 다양한 시 에서 입체 으로 볼 수 있는 

실사 기반의 VR이다. 360 제품 이미지는 기존의 정지 이미지와 비교하여 상물에 해 풍부한 정보를 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360 제품 이미지는 다양한 제작 요인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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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차이가 있으나 기술의 역사가 짧은 만큼 련 연구 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의 

제품의 형태와 소스 이미지의 수에 따라 변하는 이용자의 반응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상품군  표 인 제품들을 선정하여 360 제품 이미지를 제작하고 75인의 이용자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의미분별법을 용한 실험 설문을 통해 360 제품 이미지에 한 감성 반응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수용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악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360 제품 이미지, 입체 상, 가상 실, 오 젝트 VR, 감성언어, 의미분별척도

1. 서론

1.1. 연구 배경  목

 

온라인 쇼핑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Kim, 2018). 한, 온라인으로 인한 간

소화된 거래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이 약되는 편리함

과 함께 제품에 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게 되었다

(Alba et al., 1997). 제품에 한 정보는 구매의 제 

조건으로 합리 인 구매 결정을 도와 다. 제한 이고, 

일방 인 정보 수집만 가능한 오 라인 쇼핑과 달리 

온라인을 통한 쇼핑은 필요한 제품의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으며, 정보 수집 시간도 단축시켜 주었다(Li 

et al., 1999). 이러한 온라인 제품 젠테이션은 제품

의 정보를 달함과 동시에 다른 제품과의 비교가 가

능하며, 제품 정보 달의 효율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진하게 된다. 

재 온라인 쇼핑은 제품 구매에 한 정보 획득이 

부분 평면의 디스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한계

가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제품을 자유자재로 찰하며 

제품의 각 부분의 형태와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해볼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보다 확실하게 제품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에 한 신뢰가 형성되어 

구매를 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온라인 쇼

핑 사이트에서는 장감과 사실감의 표 이 가능한 3D

와 가상 실(VR, 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제품 젠

테이션을 도입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웹사이트의 경

우 자동차의 외 과 실내를 3D와 가상 실을 통해 장

감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 제품 제조사의 경우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을 통해 실 공간에 실사 

이미지를 구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실제로 경험하

는 것과 같은 젠테이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3차

원 정보를 통해 구 되는 젠테이션 방식은 2차원의 

평면 이미지보다 더 많은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랜드

에 한 정 인 태도를 진시킬 수 있으며, 한 구

매 의도를 강화하게 된다(Li et al., 2002).

360 제품 이미지는 상물이 제자리에서 360도 회

하고 이를 각도별로 일반 인 2차원 평면 상 카메라

를 이용해 촬 한 후 이미지를 연속 으로 보여 으로

써 상물을 360도 시 에서 입체 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실사 기반의 VR이다. 360 제품 이미지는 기존

의 정지 이미지와 비교하여 상물에 한 정보 달 

수 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상품의 정보 달이

나 매를 한 효과 인 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아마존(Amazon)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로벌 

가 제품 제조사에서는 상품의 형태를 정확히 보여주

거나 부족한 정보 달을 보완하기 한 목 으로 360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듯 해외에서는 인터

넷 쇼핑몰에서 새로운 제품 정보를 달하는 수단으로 

360 제품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와 련하여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제작 

방식이나 비용, 랫폼 등이 정립되지 않아 몇몇의 

기업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한 경쟁 체제인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 효율 인 제

품의 젠테이션은 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

에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의 젠테이션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련된 연구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 

젠테이션 방식에 한 효과  반응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를 기반으

로 한 온라인 상품 매에서 360 제품 이미지 제작 시에 

고려해야 할 제품의 형태와 소스 이미지의 수가 360 제

품 이미지의 선호와 감성에 미치는 향에 한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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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360 제품 이미지의 효율 인 제작 방식과 이

용자의 감성  반응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1.2. 연구 범   방법

 

연속된 이미지로 이루어진 360 제품 이미지는 제작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를 들어, 회 하는 

제품의 형태나 더링(rendering)에 사용하는 소스

(source) 이미지의 수에 따라 이용자는 부드럽게 는 

자연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어색하거나 어지럽게 느끼

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360 제품 이미지에서 제품

의 형태와 소스 이미지 수에 따라 변하는 이용자의 반

응을 감성 언어를 활용하여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이용자 감성

을 연구하는데 앞서, 360 제품 이미지의 특징과 제작 

과정, 활용 황을 분석하 다.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결과 아직까지 360 제품 이미

지에 한 이용자 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악

되었다. 360 제품 이미지는 VR 기술의 일환으로 실감 

미디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에 련 분야인 3D, 

VR 등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360 제품 이미지에 

한 감성 언어를 조사하 다. 이러한 황 조사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된 감성 언어의 타당성을 해 

10명의 문가 인터뷰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360 제

품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용자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표 감성 언어를 선정하 다.

실험은 일반 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표 인 제품군을 상으로 선정하고, 제품의 형태와 소

스 이미지의 수에 따른 수용자의 감성 반응을 악하기 

해 의미 분별법(SD, Semantic Differentia)을 용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2. 이론  배경
 

2.1. 360 제품 이미지의 재

 

가상 실의 재  방식  하나인 360 제품 이미지는 

다양한 시 에서 2차원으로 기록한 이미지들을 결합하

는 방식으로 피사체를 입체 으로 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촬  기법이다.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VR 제작 방식은 노라마(panorama) VR과 오 젝트

(object) VR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 젝트 VR의 경우 

360 제품 이미지, 360 스핀(spin) 이미지 등으로 명명되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턴 테이블(turn table)에 피사체를 올리고 일정한 각

도만큼 회 을 시키면서 모든 각도에 해 이미지를 

2차원의 평면 상으로 촬 한 후 촬  소스를 활용하

여 이미지 편집 로그램에서 결합시키면 피사체를 회

시키면서 찰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Son, 

2001). 360 제품 이미지는 하나의 상에서 피사체의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과 후면 등의 3차원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는 데 차별 이 있다. 한 피사체의 상단에

도 카메라를 치시켜 피사체의 윗면까지 볼 수 있는 

발 된 형태의 이미지도 있다.

360 제품 이미지는 웹 페이지  어 리 이션(appli-

cation)에서 화형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며 재생 방

식에 따라 사용자가 개체의 회 을 제어할 수도 있으

며 gif 일 형식을 활용하여 무한 반복하거나 동 상 

형식으로 재생되기도 한다. 제품의 회  방향에 따라 

단일 회  방식과 다  회  방식으로 구분된다.

VR 기술이 온라인 쇼핑에 도입되기 시작하고 제품 

젠테이션 부문에도 응용되면서 상품 정보 달에 

있어 360 제품 이미지는 요한 수단이 되었다. 기존의 

평면 이미지로 상품의 모습을 제시하고, 텍스트에 의한 

설명으로 상품 설명을 제공하는 형식에서 나아가 상품 

정보를 정확히 달하기 해 상품의 기능성에 따라 

여러 장의 평면 사진과 함께 360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입체감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치 실제 제품을 보는듯한 

실감나는 느낌을 주며(Ho & Kang, 2010), 넓은 시야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 자와 LG 자의 

래그쉽 제품군의 경우 평면 사진과 함께 360 제품 이미

지를 웹사이트에 같이 제시하여 제품의 정보를 다양하

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한 360 제품 이미지의 온라인 제작 업체도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다.

실감 미디어의 토 가 되는 360 제품 이미지는 다음

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제품 정보를 포함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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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의 집합으로 정보성을 가진다. 이용자에게 제품 정

보를 3차원 정보를 포함한 단안 상 이미지로 빠르고 

편리하며 정확하게 제공한다. 둘째, 실사 기반의 VR로

서 시각  정보를 통한 사실성을 가진다. 기존의 평면

 2차원 이미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입체감과 실

인 제품 경험을 하게 해 다. 셋째, 실 인 제품 경험

을 통한 신뢰성을 가진다. 360 제품 이미지를 통해 이

용자는 제품의 외형과 특징을 직 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제품 형태에 한 궁 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평면 이미지에 느낄 수 없는 재

미를 통한 오락성을 가진다. 이 듯 360 제품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에서는 구 할 수 없는 새로운 표  방

식을 도입하여 온라인 쇼핑에서 새로운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360 제품 이미지의 제작

 

360 제품 이미지의 단일 회  방식은 제품의 수직축

을 심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회 하며 촬 하는 방

식이다. 360 제품 이미지는 제품 체를 볼 수 있는 360

도를 기 으로 촬 한 소스 이미지의 수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최종 이미지에서 제품의 사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최소 4컷부터 144

컷까지의 소스 이미지를 활용하여 최종 이미지를 제작한

다. 하지만 턴 테이블의 최소 회  각도에 따라 144컷 

보다 더 많은 수의 소스 이미지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다  회  방식은 제품의 회 이 좌, 우 뿐만 아닌 

상, 하로도 회 하는 방식이다. 일반 으로 행당 12컷이

나 18컷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3행 는 4행 이상의 이

미지를 소스로 제작한다. 수직축이 상하로 이동하면서 

촬 하기 때문에 제품을 여러 각도에서 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단일 회  방식에 비해 제작 시간

이 오래 걸리고 후반 작업이 번거롭다는 단 이 있다.

3차원 입체 상은 양안의 시차를 이용하는 스테

오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촬 된 상 이미지를 후처리 

과정을 거쳐 입체 안경이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3차

원 공간을 재 하지만 360 제품 이미지는 일반 인 카

메라를 이용하여 제작된다. 360 제품 이미지를 제작하

기 해서는 제품을 회 시키는 턴 테이블이 필요하다. 

턴 테이블은 제품을 제자리에서 360도 회 시키는 역할

4c

12c

24c

48c

144c

Fig. 1. 360 Product Image with 4c, 12c, 24c, 48c, 144c 

을 하는데, 360도 회  시 수평의 정확성이 상당히 

요하다. 수평면이 고르게 회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은 

회 하면서 좌우로 기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최종 결

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360 제품 이미지 촬 을 

해 매되는 턴 테이블은 제품의 무게를 지탱하는 지

지하 과 회  각도의 정 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하여 각도를 조 하거나 정지기

능 없이 계속 회 하는 제품도 있다. 경우에 따라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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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해 턴 테이블을 직  제

작하기도 한다.

360 제품 이미지의 조명은 제품의 모든 부분에 균일

하게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인 제품 이미지 

촬 과는 다른 방식의 조명을 사용한다. 360 제품 이미

지는 제품이 회 하면서 카메라 치에서 보이는 모든 

면을 촬 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모든 면에 밝기의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조명이 비추도록 해야 하며, 순

간 의 조명보다는 지속 을 이용하여 결과물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Linchpinseo, 

2020). 일반 으로 알려진 360 제품 이미지 촬 을 

한 조명 방식은 제품을 강조하기 해 배경을 흰색으

로 표 하고, 라이트 텐트(light tent)를 사용하여 제품 

주변을 감싸는 방식으로 조명의 균일성(uniformity)을 

높인다. 이러한 방법은 제품에 조명을 균일하게 표 할 

수는 있으나 제품의 비(contrast)를 떨어뜨리는 결과

를 가져오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표 에는 부 합하다. 

따라서 형태와 재질에 따라 합한 표 을 한 조명 

방식이 결정된다.

단일 회  방식의 360 제품 이미지 제작은 촬 하고

자 하는 제품을 심축이 정확히 정렬된 턴 테이블의 

심에 치시키고 제품의 재질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

여 필요한 각도에 따라 제품을 회 시키면서 각도 별

로 한 장씩 촬 한다. 이 게 만들어진 소스 이미지들

은 편집 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mp4, gif 같

은 일 형식으로 완성한다. 경우에 따라 자바 스크립

트를 통하여 360 제품 이미지를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회 이 가능하게 제작하기도 한다(Michael, 2016).

360 제품 이미지는 360도를 한 바퀴 회 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소스 이미지 수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에 차이가 

생긴다. 소스 이미지의 수는 회 각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으로 제품이 회 하면서 보이는 면이 45°와 90°의 

Rotation 
Angle

Number of 
Images

Rotation 
Angle

Number of 
Images

90° 4c 7.5° 48c

45° 8c 5° 72c

30° 12c 3° 120c

15° 24c 2.5° 144c

10° 36c 1° 360c

Table 1. Rotation angle and number of source images

상태에서 안정 이기 때문에 45°의 약수로 제작된다. 이

에 따라 일반 으로 소스 이미지의 수는 12컷에서 36컷 

사이로 촬 된다. 그보다 많은 소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연스러운 360 제품 이미지를 제작할 수는 있으

나 이미지 크기와 압축에 따른 로딩 시간, 이미지를 제

공하는 호스  랫폼 등 여러 가지 제작 여건의 한계로 

인해 실질 으로 많이 제작되지는 않는다(Sirv, 2007).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360 제품 이미지는 회

각 뿐 아니라 제품의 형태에도 향을 받는다. 동일한 

회 각으로 촬 한 360 제품 이미지라도 제품의 형태

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를 들어, 제품의 

형태가 원형이거나 좌우의 면 이 동일한 형태의 제품

일 경우 제자리에서 회 하는 360 제품 이미지의 특성

상 상 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으며, 좌우로 

길거나 납작한 형태의 제품일 경우 회 을 하면서 앞

면으로 튀어나오거나 들어가 보일 수 있다. 

 

2.3. 360 제품 이미지의 감성 언어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고 지

각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지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본 인 인간의 인식 능력이다. 인간의 감성은 논리

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 이고 즉각 인 

반응이며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순간 인 것이라 

할 수 있다(Lee, 1998). 외부 자극에 한 반응을 통하

여 감성은 재형성되기도 한다(Kim, 2014). 감성은 인간

의 생활에서 논리  사고와 의사결정, 감정, 행동 등 

인간 생활과 련된 모든 부분에 깊숙하게 향을 미

치며, 일반 으로 사람들의 정보 처리나 의사 결정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Noh, 2010).

감성의 언어  평가 방법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나 형

용사 어휘에 한 설문을 통하여 감정 상태를 기술한

다. 형용사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은 평가 상의 감정

 측면을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어휘들을 수집하고, 어

휘 간의 유사성 단을 통해 감정의 구성이나 범주를 

추출한다. 어휘 항목 간 유사성 단은 항목들을 특정 

기 에 따라 묶거나 항목들의 개념  거리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Kim, 2014).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선행 연구 

결과 제품의 형태와 소스 이미지의 수에 따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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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도  감성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고, 이를 증명하기 한 연구를 설계하 다.

가설 1. 360 제품 이미지의 선호도는 제품의 형태에 

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2. 360 제품 이미지의 선호도는 소스 이미지의 

수에 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3. 360 제품 이미지의 감성 반응은 제품의 형태

에 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4. 360 제품 이미지의 감성 반응은 소스 이미지

의 수에 향을 받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감성 언어 선정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이용자 감성

을 언어  평가 방법  하나인 의미분별법을 용하

기 해 형용사 어휘를 도출하여 이용자의 감성  선

호도를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할 감성 언어를 추출하

기 해 Jeong & Lee (2005)가 제시한 방법인 선행연구

와 문헌연구를 사용하 다. 360 제품 이미지와 련된 

감성어휘 연구가 미비하여 유사 분야인 실감 미디어와 

3D, 제품, 사진 련 분야의 선행 연구를 기 로 하여 

감성 언어를 도출하 다(Table 2).

Contents / Author (year)

3D 웹인터페이스/ Lee, Ryu & Jeong(2010)

비와 채도 변화/ Kim & Kim(2015)

이미지 제작에 DOF 차이/ Kim & Park(2012)

제품 유형별 감성어휘/ Jeong(2009)

시각 디스 이/ Lim(2002)

스마트워치 디자인/ Yoon & Kim(2017)

상촬 요소 차이 변화/ Kim & Kim(2016)

인물 사진의 피부 톤/ Kim, Park & Woo(2014)

E-link 자책/ Park, Lee & Lee(2015)

3D 입체 상 라이드필름/ Song & Chae(2011)

TV 화질/ Jang, Choi, Lee & Son(2009)

상의 재생스타일/ Jeong & Suk(2016)

사진 이미지/ Park, Jeong, Han & Shin(2004)

공감각  디자인 평가/ Jung(2008)

Table 2. Prior research on emotional language

련 분야의 어휘  복되거나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를 분석, 정리하여 총 175개의 감성 형용사를 1차

로 추출하 다(Table 3). 1차로 추출된 360 제품 이미지

와 련 형용사는 10명의 사진 련 문가들과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2차 선별하 다. 

이 과정에서 총 16개의 정과 부정의 반  의미를 갖

는 8 의 형용사를 최종 확정하 으며, 선택된 형용사

는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motional Language

가벼운 간결한 간단한 감각 인 강렬한 강한 갖고 싶은 개성있는 

거창한 거친 건조한 검소한 격렬한 경쾌한 고 스러운 고민하는 

고요한 곡선 인 과감한 괴로운 궁 한 귀여운 균형 인 한 

정  기발한 기분 좋은 기쁜 깜 한 깔끔한 깨끗한 난잡한 

남성 인 날카로운 낯익은 느 한 느린 다이나믹한 다채로운 단

순한 단아한 답답한 담한 독특한 독창 인 동 인 두꺼운 둔한 

따뜻한 딱딱한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매력있는 명랑한 명확한 

무거운 무난한 무덤덤한 무익한 바쁜 반복 인 발랄한 밝은 복잡

한 부드러운 부자연스러운 부정  불안정한 불편한 빠른 사랑스

러운 산만한 산뜻한 상쾌한 새로운 생동감있는 생생한 소박한 

소 트한 순수한 선명한 섬세한 세련된 수수한 슬  시끄러운 

시원한 신기한 신비스런 신선한 심 한 아기자기한 안정감있는 

안정 인 앙증맞은 액티 한 얇은 어두운 어색한 어수선한 어지

러운 엘 강스한 여성 인 여유로운 역동 인 쁜 오래된 우스

꽝스러운 우스운 우아한 우울한 원활한 유용한 유익한 율동 인 

이상한 인터 티 한 일정한 입체 인 자극 인 자연스러운 자

유로운 작은 장난스러운 재미있는 돌 인 형 인 망 인 

정신없는 정열 인 정 인 조 한 조용한 조화로운 조화롭지 않

은 좋아한 좋은 좌 스러운 즐거운 지루한 직선 인 진부한 차가

운 차분한 참신한 청량감있는 싹거리는 품 있는 품 없는 편

리한 편안한 편한 평면 인 평범한 포근한 필요한 탄탄한 특이한 

쿨한 큰 행복한 호감있는 화난 화려한 활기찬 활동 인 활발한 

회상 인 효율 인 흥겨운 흥미로운 흥분한 희미한 힘찬

Table 3. Emotional language extracted through previous 
research

Emotional Language

1 정 인(static) 동 인(dynamic)

2 거친(rough) 부드러운(smooth)

3 느린(slow) 빠른(fast)

4 평면 인(flat)
입체 인

(three-dimensional)

5 희미한(dim) 선명한(distinct)

6 부자연스러운(unnatural) 자연스러운(natural)

7 불안한(uneasy) 편안한(comfortable)

8 무익한(useless) 유익한(useful)

Table 4. Final emotion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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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자극물 제작

 

실험 자극물은 상표나 디자인 등의 변수에 의한 

향을 최소화기 해 제품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표성을 갖는 것으로 선정하 다. 제품의 형태는 3차

원을 구성하는 요소인 높이, 폭, 깊이(Akner-koler, 

2000)를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핸드백, 블루투스 스

피커, 운동화, 모바일폰이 사용되었다. 한 제품의 색

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자극물은 

성색으로 비하 다.

핸드백은 회색의 반  가죽 재질이며, 속 장식이 

최 한 배제된 제품을 비하 다. 제품의 형태는 사각

의 토트백 스타일이며 손잡이를 세우고 어깨 끈을 제

거하고 360 제품 이미지를 제작하 다. 블루투스 스피

커는 원통형으로 밝은 회색의 스피커 부분과 짙은 회

색의 고무로 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부와 바닥

면, 단자 커버는 흰색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 운동화는 

런닝화 스타일로 회색의 패 릭과 운동화 끈, 고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면의 색은 흰색이다. 모바일폰의 

경우, 검정색의 면과 은색의 후면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제품을 선정하 으며, 면의 디스 이는 꺼

져 있는 상태로 360 제품 이미지를 제작하 다(Fig. 2).

사용한 소스 이미지의 수에 따라 감상자들의 감성 반응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스 이미지의 수를 달리하여 최종 

실험 자극을 제작하 다. 구체 으로 사용한 소스 이미지

의 수는 제품 별로 4컷, 12컷, 24컷, 48컷, 144컷이다.

 

3.3. 설문지 구성

 

설문은 구 (Google)에서 제공하는 구  폼을 활용

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 다. 설문지는 총 2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장에는 참여자가 설문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360 제품 이미지의 개략 인 안내와 함께 

설문의 목 과 방법을 제시하 다. 두 번째 장부터는 

360 제품 이미지와 8 의 감성 언어가 동시에 제시되

었다. 피실험자는 해당 이미지가 해당 감성을 어떻게 

표 하는가에 해 7  척도로 평가해야 한다.

실험 자극물로 비된 20종의 360 제품 이미지는 형태

와 소스 이미지 수가 연속되지 않도록 무선 (random)으

로 배열하 는데, 최종 으로 실험에 활용한 자극의 종

류와 순서는 Fig. 3에 정리하 다. 실험의 마지막 장은 

인구통계학  문항을 치시켜 실험 분석에 필요한 기

본 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 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  특성

 

실험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본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75명이었

으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2명을 제외한 총 73명의 답

변에 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 다. 데이터 분석에는 

표 인 사회 분석 통계 패키지인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 다. 피실험자는 남성 34명(46.6%), 여성 

39명(53.4%)으로 성별은 비교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연구 상의 연령 분포는 19세 이하 6명(8.2%), 20세~ 

29세 64명(87.7%), 30세~39세 2명(2.7%), 40세~49세 1

명(1.4%)으로 나타났다.

 

4.2. 360 제품 이미지의 제품 형태와 소스 이미지 

수의 차이 분석

 

피실험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형태에 

한 감성 언어의 체 평균은 4.4845로 보통 수 의 선

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희미한-선명한’, ‘무익한-유

익한’, ‘정 인-동 인’, ‘평면 인-입체 인’, ‘불안한-

편안한’, ‘거친-부드러운’, ‘부자연스러운-자연스러운’, 

‘느린-빠른’ 순서 로 정 인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60 제품 이미지에서 제품의 형태 변화에 

따른 감성 언어에 한 20종류의 실험 자극에 한 평

균을 비교해보면 핸드백은 4.5130, 블루투스 스피커는 

4.5617, 운동화는 4.5590, 모바일폰은 4.3867이다. 

소스 이미지 수에 한 감성 평가 경향은 소스 이미

지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 인 경향성이 강한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구체 으로는 ‘선명한’, ‘유익한’, ‘동

인’, ‘입체 인’, ‘편안한’, ‘자연스러운’, ‘빠른’, ‘부

드러운’ 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60 제품 

이미지의 형태별로 소스 이미지 수의 변화에 따른 감

성 언어에 한 20개 이미지 간의 평균 득 은 Fig. 4와 

같이 그래 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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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ag Bluetooth Speaker Sports Shoes Cell Phone

Fig. 2. Type of experimental stimulus

1. Handbag 12c 2. Cell Phone 48c 3. Bluetooth Speaker 4c 4. Sports Shoes 24c

5. Cell Phone 144c 6. Handbag 4c 7. Bluetooth Speaker 12c 8. Sports Shoes 144c

9. Bluetooth Speaker 24c 10. Cell Phone 12c 11. Handbag 144c 12. Bluetooth Speaker 48c

13. Cell Phone 4c 14. Handbag 48c 15. Sports Shoes 12c 16. Cell Phone 24c

17. Sports Shoes 4c 18. Bluetooth Speaker 144c 19. Handbag 24c 20. Sports Shoes 48c

Fig. 3. 360 Product Image survey turn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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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ag Bluetooth Speaker Sports Shoes Cell Phone

Fig. 4. Average distribution graph over number of source images

 

4.3. 감성 언어에 한 요인 분석

 

요인분석은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변

인들간의 상호 계를 분석하고 상 이 높은 변인들을 

묶어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된

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의 공통 인 특성은 

변인들의 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효율성

을 갖게 된다(Noh & Har, 2012). 따라서 360 제품 이미

지에서 느껴지는 감성 언어들에 한 련된 요인들을 

묶고 서로 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악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먼 , 타당도 검증을 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

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교회 방

식(varimax)을 채택하 다. 감성 언어의 선택기 은 고

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재치는 0.40 이상

을 기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 1을 기 으로 8 의 언어가 3

개의 축으로 분류되었다. 체 평가의 Ⅰ인자는 고유치

가 3.058, 기여율이 38.299%로 나타났으며, ‘거친-부드

러운’, ‘부자연스러운-자연스러운’, ‘평면 인-입체

인’ 항목들로 나타나 360 제품 이미지의 평가수 을 측

정하는 요인으로 평가성이라 명명하 다. Ⅰ인자의 나

머지 부(-)의 상 값을 가진 언어는 반 되는 평가를 나

타냈다.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입체 인’의 정

인 평가에 반 되는 ‘불안한’, ‘정 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인자의 기여율은 21.82%이며, 언어

는 ‘희미한-선명한’, ‘무익한-유익한’ 항목으로 나타나 

360 제품 이미지가 가지는 가치 요인으로 역량성이라 

명명하 다. 역량성의 ‘희미한-선명한’은 ‘무익한-유익

한’과 반 되는 평가를 나타냈다. Ⅲ인자의 기여율은 

15.005%로 어휘는 ‘느린-빠른’이며 360 제품 이미지의 

속도 변화에 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운동성으로 명명

하 다. 설명하는 변량의 총계는 75.054%로 높은 설명

력을 갖는다. 3개의 차원으로 축소된 360 제품 이미지

의 감성 평가 항목에 한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 다.

Factor
Emotional 
Language

Ⅰ Ⅱ Ⅲ

Evaluation

rough
- smooth

.879 -.147 -.076

unnatural
- natural

.846 -.275 -.065

uneasy
- comfortable

-.733 .385 .150

flat – three- 
dimensional

.706 -.372 -.078

static
- dynamic

-.588 .246 .473

Competence

dim - distinct -.231 .870 .031

useless
- useful

.364 -.737 -.115

Motility slow - fast -.074 .039 .961

eigen value 3.058 1.746 1.200

common variance(%) 38.229 21.820 15.005

cumulative variance(%) 38.229 60.049 75.054

KMO=.893, Bartlett’s X2=5262.922(p<.001)

Table 5. Factor analysis results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는 360 제품 이미지의 감성

에 해 8가지 감성 형용사를 세 가지 요인으로 축소하

고, 각각 평가성, 역량성, 운동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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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Osgood이 언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사한

지를 조사하는 비교문화 연구의 목 으로 개발한 개인

이 사물의 의미 비교를 가능하도록 구성한 평가, 능력, 

활동의 세 가지 기본  차원으로 정리한 것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감성 형용사의 세 가지 요인에 해 상 분석을 실

시한 결과 평가성과 역량성, 운동성은 서로 간의 유의

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Factor M SD
Correlation

Ⅰ Ⅱ Ⅲ

Evaluation 4.0384 .58104 1.00

Competence 4.0586 .61384 .023 1.00

Motility 4.0685 1.16234 .016 -.048 1.00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다음으로 360 제품 이미지에서 제품의 형태와 소스 이

미지 수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 다.

Factor Product Form M SD F p Scheffe

Evaluation

handbag(a) 4.01 0.60

1.428 .233 -

cell phone(b) 4.08 0.60

bluetooth 
speaker(c) 4.06 0.55

sports 
shoes(d) 4.00 0.58

Compe-
tence

handbag(a) 4.15 0.62

4.564** .003 a>d

cell phone(b) 4.03 0.62

bluetooth 
speaker(c) 4.07 0.60

sports 
shoes(d) 3.99 0.61

Motility

handbag(a) 4.11 1.20

0.688 .560 -

cell phone(b) 4.06 1.21

bluetooth 
speaker(c) 4.00 1.14

sports 
shoes(d) 4.10 1.08

*p<0.5, **p<.01, ***p<.001 

Table 7. One-way ANOVA result of sensibility according to 
product types in 360 Product Image

그 결과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는 평가성, 역량성, 

운동성  역량성(F=4.564, p<.003)만이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화성과 운동성은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으

로 살펴보면 평가성은 모바일폰에서 비교  높은 평

균 수를 보이며, 핸드백은 역량성과 운동성에서 가

장 높은 평균 수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 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역량성이 핸드백과 운동화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Factor
Number 

of Images
M SD F p Scheffe

Evaluation

4c(a) 4.35 0.56

69.744*** .000 a>b,d,e

12c(b) 4.14 0.52

24c(c) 4.06 0.51

48c(d) 4.00 0.53

144c(e) 3.64 0.54

Compe-
tence

4c(a) 4.17 0.78

3.133* .014 -

12c(b) 4.03 0.59

24c(c) 4.01 0.60

48c(d) 4.03 0.55

144c(e) 4.05 0.50

Motility

4c(a) 3.39 1.40

38.250*** .000 e>b,a

12c(b) 4.03 1.05

24c(c) 4.28 0.98

48c(d) 4.28 0.97

144c(e) 4.37 1.06

*p<0.5, **p<.01, ***p<.001 

Table 8. One-way ANOVA result of sensibility according to 
number of source images in 360 Product Image

두 번째로 소스 이미지 수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 다. 그 결과 소스 이미

지의 수에 따라 평가성(F=69.744, p<.000), 역량성

(F=3.133, p<.014), 운동성(F=38.250, p<.000)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평가성과 역량성은 모두 4c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이며, 운동성은 144c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로 나타났

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

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가성에서는 4c과 

12c, 48c, 144c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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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144c과 12c, 4c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는 360 제품 이미지의 실질 인 감성 구조를 

악하고, 정 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효율 인 

제작 방법을 찾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요인분

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각의 가설

에 따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1의 제품 형태에 따른 360 제품 이미지의 선호

도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블루투스 스피

커(4.5617), 운동화(4.5590), 핸드백(4.5130), 모바일폰

(4.3867) 순으로 평균 수를 나타내고 있어 사각형의 

제품 형태보다는 원형의 제품 형태가 360 제품 이미지

의 높은 선호도를 갖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설 2의 소스 이미지의 수에 한 360 제품 이미지

의 선호도에 해 12c, 24c, 48c의 평균이 각각 4.2830, 

4.4576, 4.7170으로 유사하 으며, 4c은 3.4769, 144c은 

5.363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60 제품 이미지의 소

스 이미지 수와 련성이 나타났으며, 소스 이미지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선호도의 변화가 늘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의 제품의 형태에 따른 360 제품 이미지의 감

성 반응은 가설 1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역량성, 평가성, 운동성의 순으로 미세

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 으로 역량성으로 추출된 요

인인 ‘선명한’과 ‘유익한’이 가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형태에 따른 감성 반응보다는 정확한 제

품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360 제품 이미지에서는 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설 4의 소스 이미지 수에 따른 360 제품 이미지 

감성 반응은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소스 이

미지의 수가 많을수록 역량성이 향상되었으며, 정

인 감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c, 24c, 48c은 

4c과 144c에 비해 서로 간의 차이가 상 으로 근소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c은 부정 인 감성 언어에 치우

쳤으며, 144c은 정 인 감성 언어에 다른 소스 이미

지 수보다 큰 차이를 보 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평가성, 역량성, 운동성으

로 분류된 요인들은 형태에 따라서는 역량성만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스 이미지 수

에 따라서는 평가성, 역량성, 운동성 모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성과 역량성에서 

은 소스 이미지 수가 높은 평균 수를 보이고 있으며, 

소스 이미지 수가 많을수록 운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360 제품 이미지의 감성 구조를 악하고, 

효율 인 360 제품 이미지 제작 방법을 구축하기 해 

진행되었다. 이를 해 360 제품 이미지의 제품 형태와 

소스 이미지 수에 따른 변화에 한 이용자의 감성 언어

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360 제품 이미지를 활

용하여 이용자의 선호도를 확인하 다. 구체 으로는 8

의 감성 언어를 추출하고 4종류의 제품을 형태와 소스 

이미지 수에 따라 20종의 360 제품 이미지를 제작한 후 

의미 분별법 이론을 용하여 총 75명의 피실험자에게 

설문을 실시하 으며, 오류가 없는 총 73부를 활용하여 

최종 분석을 진행하 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360 제품 이미지의 감성 언어들은 매우 요한 

항목이기에 련 속성을 제품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제품의 형태에 따른 360 제품 이미지의 선호

는 큰 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제품의 형태에 따라 360 

제품 이미지의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하 지

만 형태의 변화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미미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360 제품 이미지에서 표 되는 소스 이미지의 

수는  360 제품 이미지의 선호와 높은 련성을 갖는다. 

제품의 형태와 상 없이 일정 수 이상의 소스 이미지 

수는 비교  비슷한 선호도를 보인 반면, 어느 정도 이

하로 소스 이미지의 수가 어들게 되면 선호도는 격

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60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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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선호는 형태에 따른 변화보다는 소스 이미지

의 수에 따른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360 제품 이미지 제작 시 몇 장의 

소스로 이미지를 표 할 것인가에 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효율 인 소스의 수는 24c에서 48c 수 에

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 이다.

셋째, 감성 언어를 활용한 요인분석 결과 평가성, 역

량성, 운동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감성 요인들은 

360 제품 이미지의 반 인 감성 구조를 표하는 것

으로 360 제품 이미지의 이용자 반응은 평가성, 역량성, 

운동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360 제품 이미지에 한 기 실험 연구로

서 다음과 같은 제한 을 지닌다. 첫째, 360 제품 이미

지의 기 인 분석을 한 실험 제작물의 수와 색상을 

제한하 다는 한계가 있다. 감성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품의 형태와 소스 이미지의 수로 한정하여 실

험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360 제품 이미지의 제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제품

의 색상, 형태, 재질, 조명의 효과 등에 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360 제품 이미지의 추가 인 변수들에 

한 감성 반응을 악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360 제품 

이미지 제작을 한 보다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둘째, 360 제품 이미지는 

실제품에 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제품 구매

에 도움을 주기 한 수단이다. 따라서 360 제품 이미지

에 한 소비자의 감성이 실제 제품과 얼마나 상 계

를 갖는지, 360 제품 이미지를 통한 제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에 한 악이 요

하다. 이를 해 후속 연구에서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소비자 분석과 2D 이미지와 VR 이미지의 비교 연구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에 있어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젠테이션 방식은 3D와 가상 실로 변화하 다. 이는 

제품 정보 제공과 함께 소비자에게 체험을 만족시키면

서 제품 구매를 한 편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VR 콘텐츠의 토 가 되는 실감 미디어의 기본인 360 

제품 이미지에 한 연구는 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하기 

한 기  연구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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