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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점포의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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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VR stores that emerged as new fashion communication media.

Two case studies on Hyundai and eBay VR Department stores were conducted along with a discussion of

the function and meaning of the fashion VR store.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stores provide novel shop-

ping experiences; however, the two were differentiated in terms of production method and technology imple-

mentation level. Functional aspects such as providing shopping efficiency and purchasing service was insuf-

ficient in both stores. Instead, they were complementing by means of product rotation, recommendation sys-

tem, voice guidance, or linkage with an online shopping mall. In experiential aspects, both stores provided

a strong sense of immersion. Hyundai VR store enhanced immersion with a high resolution image of a real

offline store; however, it lacked in the ability to provide multisensory stimulation such as kinetic sense or

auditory stimulation. The eBay VR Department store intensified the immersion experience by providing aud-

itory stimulation as well as visual stimulation that enhanced the speed and distance sense through the utili-

zation of animation. However, the extent of experience was limited in terms of agency and transformation

because of the low interactivity found in both store systems.

Key words: Virtual reality (VR), Shopping experience, Store environment, Fashion communication; 가상

현실, 쇼핑 경험, 점포 환경, 패션 커뮤니케이션

I. 서 론

패션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확립 및 의사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미와 가치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Kim & Yang,

2002; Ko et al., 2012). 패션 제품은 기능뿐만 아니라 감

성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디자인을 핵심 가치로

가지며, 패션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의 가치와 쇼핑 과정

에서의 즐거움 및 만족을 구매하고자 하고, 이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Ryu et al., 2012). 따라서 패션 산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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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제품 정보 및 이미지의

효과적인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Lee & Lee, 2011).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매체의 발달은 메시지의 표현

방식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지각 방식과 의사소통 체계

또한 변화시키는데(Son, 2010),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

ality; VR)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

면서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

도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 기업인 Goldman Sachs(2016)

는 가상/증강현실 시장 규모가 2025년에 800억 달러(한

화 약 96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리테일 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온

라인 채널을 통한 접근에 한계를 보였던 패션 및 가전과

같은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초기에 가상현실 기술이 전시회나 테마파크, 쇼핑몰

등의 체험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서비스되었던 것과 달

리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기가 보급되면서 점차 실생활

과 산업 속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게임,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쇼핑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eBay가 Myer 백화점과 합작하여 세계 최초의

VR 백화점을 선보인 데 이어 국내에서는 현대백화점이

VR 스토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

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의 활용은 소

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며, 특히 가상현

실은 기존 매체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 넘어 이용자

에게 더욱 생생한 이미지와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운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쇼핑 채널인 가상현실

점포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가상현실 점포의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점포 환경, 가상

현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점포의

특성에 대한 분석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패션 커뮤니

케이션과 패션 점포 환경 분야의 이론들과 선행연구를

통해 가상현실 패션 점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

고, 가상현실 시스템 및 이미지의 구현 방식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가상현실 패

션 점포인 현대백화점 VR 스토어와 eBay VR 백화점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점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가상현실 점포가 지니는 의미와 현시점에서의 적용 현

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 발전 방향 수립에 대한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점포 환경

패션 커뮤니케이션이란, 패션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패션 기업이나 디자이너와 같은 발

신자가 수신자인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일련의 과

정을 말한다(Lee & Lee, 201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

는 광고, 카탈로그, 패션쇼, 패션 필름, 쇼윈도, 점포 환

경 등으로, 패션 브랜드들은 효과적으로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고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

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Jang and Yang(2011)은

이러한 매체의 활용이 단순히 패션 제품을 잘 보여주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 환

상, 비전까지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점포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비주얼 머천다

이징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와 정체성 및 제품 가치 전

달, 판매 촉진, 리테일 공간의 체험 제공이라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Ko et al., 2012;

Ryu et al., 2012). 현대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과정 자체

를 즐기면서 제품과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

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Kim & Lee, 2010). 또한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 소비의 대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점포 환

경을 통한 총체적 커뮤니케이션과 경험의 전달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 과정에서 점포 환경을 통해 가치를

지각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형

성하는데(Kerin et al., 1992; Michon et al., 2007; Shukla

& Babin, 2013), 소비자가 쇼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

치는 크게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의 두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실용적 쇼핑 가치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소비 가치를 일컫는 것으

로, 소비자들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쇼핑 목적을 달

성하는 과정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각한다. 쾌락적 쇼핑

가치는 미학적이고 경험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쇼

핑 경험에서의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통해 지각된다(Babin et al., 1994; Chitturi et al., 2008;

Han et al., 2009; Lee, 2005).

점포는 다양한 기능적, 경험적 특성을 통해 이러한 쇼

핑 가치를 전달하며, 따라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채널의

특성에 따라 쇼핑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Blázquez, 2014;

Lee, 2002). 점포 환경을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기

본적으로 제품 정보 및 구매 촉진을 위한 편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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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판매 공간으로써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해왔으나,

최근 경험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감각적 체험

과 상호작용을 통해 점포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

화하고자 하고 있다(Ko et al., 2012).

2. 가상현실의 정의 및 특성

Steuer(1992)에 따르면, 가상현실은 지각자가 원격현

전(Telepresence)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시뮬레이

션된 환경을 말하며, 원격현전이란 커뮤니케이션 매체

에 의해 매개된 환경(Mediated environment) 속에서 느

끼는 실재감(Being in)을 의미한다. 가상현실은 21세기

들어 인간의 현실 인식 방식과 사고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신매체 문화이자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시

각적 디자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중요해졌으

며, 최근의 가상현실 기술은 입체적 시각 정보뿐만 아

니라 청각, 촉각 등 다른 감각까지도 자극하는 커뮤니

케이션 방식을 선보이면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기

술로 발전하고 있다(Park & Lee, 2004).

가상현실 시스템으로는 TV, 컴퓨터 모니터 등과 같이

스크린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창문형 시스템, 뉴스 날씨 코너와 같이 사

용자의 이미지를 그래픽 배경과 합성시켜 화면 속의 이

미지가 거울처럼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거울형

시스템, 탑승 장치를 조정하여 가상세계 속에서의 움직

임을 시뮬레이션하는 탑승형 시스템, 투구형 디스플레

이(Head Mounted Display; HMD)를 착용하여 가상의 자

극에 감각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몰입형 시스템 등이 있

다. 특히 몰입형 가상현실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가

상세계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몰입을 극대화하는 유형

의 가상현실이라 할 수 있다(Lee, 2004). 최근 급격히 대

중화되고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 또한 몰입형으로, 본 논

문에서도 HMD를 이용한 몰입형 VR 시스템을 중심으

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상현실은 제작 방식에 따라 이미지 기반, 모델링 기

반 가상현실로 분류할 수 있다(Kim, 2003). 이미지 기반

가상현실은 실제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360° 카메라를 통해 연속적으로 촬

영한 실제 공간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가상현실을 구현

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시설물을 쉽게 가상공간으로 옮

길 수 있으며 선명한 해상도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의 자유로운 탐색 및 이동이 어

렵고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이 다소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모델링 기반 가상현실은 가상세계를 3차원 모

델링을 통해 구축하는 것으로, 구축 시간이 길고 제작이

까다로우며 해상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

면 공간의 자유로운 탐색 및 이동이 가능하고 시점이나

공간 배치 등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현존

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공간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다. 이와 같이 이미지 기반, 모델링 기반 가상현

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으

로 구축된 가상현실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경험 또한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3. 가상현실 점포의 특성

소매 점포의 특성은 크게 상거래와 직접 연관되어 실

용적 가치를 전달하는 기능적 특성과 거래 외적 요소들

을 통해 쾌락적 가치를 전달하는 경험적 특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특성은 모두 소비자의 점포

선택 및 제품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n et al.,

2009; Lee, 2002; Mazursky & Jacoby, 1986). 특히 패션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감각적 체험이 쇼핑 채널의 선택

(Nicholson et al., 2002) 및 제품 평가(Citrin et al., 2003)

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적 정보 전달의 부족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패션 쇼핑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Blázquez, 2014).

우리에게 익숙한 온라인 채널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연

결되는 가상의 쇼핑 환경이지만(Shergill & Chen, 2005;

Zhou et al., 2007), 본 연구의 논의에 있어 가상현실 점포

는 최근 등장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실제 공간

에 들어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가상현실 점포는 온라인 채널이 지닌 기능적 편익을 유

지하면서도 오프라인 점포와 유사한 감각적 경험 또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한 소비자의 체험은 인상 깊은 기억을 남기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Pine

II & Gilmore, 1998), 가상현실 점포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점포는 기본적으로 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소비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실용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Levy & Weitz, 2001).

점포 환경을 통한 쾌락적 가치의 전달이 점점 더 강조되

고 있는 가운데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재방문 의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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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도 존재하며(Jones et al., 2006), 따라서 리테일 점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두 가지 가치의 전달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점포의

특성을 본질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부합하는

기능적 특성과, 가상현실 매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미학

적 즐거움을 반영하는 경험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기능적 특성: 제품 정보 제공, 쇼핑 효율성, 구매 서

비스

실용적 가치는 제품 구매라는 쇼핑 목적의 효율적 달

성과 관련되며, 소비자는 쇼핑 과정에서 점포의 기능적

특성을 통해 실용적 가치를 지각한다(Cottet et al., 2006;

Han et al., 2009; Park & Kang, 2005; Shukla & Babin,

2013). 연구에 따라 점포의 기능적 특성이 다양하게 제

시되어 왔으며, 다양한 점포 특성 중 실용적 가치의 전

달과 관련되는 속성을 확인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어 왔

다(Ahn & Lee, 2002; Ahn et al., 2004; Han et al., 2009;

Kim & Wu, 2013; Koo & Jang, 2005; Park & Kang,

2005; Shukla & Babin, 2013).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Lee(2002)의 연구에서는 실용

적 가치의 전달과 관련되는 점포의 속성으로 제품 구색,

제품 정보의 제공, 판매원, 점포 내 이동 및 탐색 용이성

과 관련된 쇼핑 편리성, 깔끔하고 단정한 점포 구성, 신

속한 계산 등이 도출되었다. Shukla and Babin(2013)의

연구에서는 제품 구색의 다양성 및 배송, 수리, 반품 및

환불 등의 구매 관련 서비스가 소비자의 실용적 가치 지

각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Han et al.(2009)은 주

차장 등의 편의성, 제품 정보 전달, 판매 촉진을 실용적

점포 특성 혜택으로 분류하였다. 가상성을 지니는 온라

인 점포의 특성으로는 제품 구색 및 정보 제공, 서비스,

판매 촉진, 인터페이스, 이용 편이성(Lohse & Spiller, 1998),

제품 구색, 편리성, 고객 서비스(Ahn & Lee, 2002), 상품

구색, 시각 정보, 도움말, 화면 구성(Park & Kang, 2005)

등이 제시되었다(Table 1).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점포의

기능적 특성은 크게 제품 정보 제공과 관련된 특성, 쇼

핑 효율성과 관련된 점포 환경 및 시스템 특성, 판촉 및

기본적 구매 서비스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점포의 기능

적 특성을 종합하고 가상현실 점포에 적합하도록 정리

하여 제품 정보 제공, 쇼핑 효율성, 구매 서비스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Table 2).

(1) 제품 정보 제공(Product information providing)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경

우, 구매 의사 결정은 쇼핑 채널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

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온라인 채널에

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

Table 1. Summary of retail stores'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past studies

Channel Study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retail stores

Offline

Lee (2002)
assortment, product information, convenience, store design (for ease of navigating), pay-

ment process, salesperson

Shukla and Babin (2013) assortment, customer service

Han et al. (2009) product value, convenience, promotion

Online

Lohse and Spiller (1998) merchandise, user interface, convenience, customer service, promotion

Ahn and Lee (2002) assortment, convenience, customer service

Park and Kang (2005) assortment, visual information, customer service, user interface

Table 2.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reality stores

Functional characteristics

Product information

providing

Assortment Product assortment of various quality, style, and price

Product information Delivery of product information with multisensory inputs

Shopping efficiency
Ease of navigation Store interface and tools for ease of navigating and product searching

System quality Reactivity and rapidness of system

Purchasing service
Order system Ease of ordering, aftersales service

Promotions Event and promo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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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Ahn et al., 2004). 이와 관련된

점포의 기능적 특성으로는 구색 다양성과 제품 정보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점포는 다양한 상품 구색을

보유하여 제품들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Ahn & Lee, 2002; Lee, 2002; Park & Kang, 2005;

Shukla & Babin, 2013), 특히 제품의 경험적 속성이 구

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패션 제품의 경우 제품의

디자인과 소재, 색상 및 사이즈와 같은 감각적 정보들

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Blázquez, 2014).

(2) 쇼핑 효율성(Shopping efficiency)

가상점포는 접근성에 있어 오프라인 점포에 비해 시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진다(Burke, 1997).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상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간 및 경제적 노력의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쇼핑을 하고자 하며(To et al., 2007),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안정적인 시

스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상점포의 제품들 중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상점포는 소비자들의

탐색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를 쉽게 탐색할 수 있

는 도구들을 제공해야 하며, 가상환경의 인터페이스 및

계층 수준, 구성 등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

하게 제시해야 한다(Park & Kang, 2005). 또한 접속 및

종료, 상호작용에 있어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

응하는지의 여부도 가상점포에서의 쇼핑 편이성과 관

련되며, 원활한 쇼핑을 돕는 시스템 품질은 가상점포의

소비자 유인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eo &

Cheon, 2006).

(3) 구매 서비스(Purchasing service)

점포의 본질적 기능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

으로(Lee, 2002; Levy & Weitz, 2001), 온라인 점포의 경

우 구매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정

확히 안내해야 한다(Lim & Dubinsky, 2004; Lohse & Sp-

iller, 1998). 거래 시스템의 경우 주문 절차 및 결제 과정

의 편리한 구성, 배송 정보, 반품 및 환불에 대한 안내와

원활한 처리, 소비자 상담 서비스 등이 갖춰질 필요가 있

다. 또한 회원가입을 통한 혜택 및 마일리지나 적립금의

제공, 할인쿠폰 제공, 경품이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프

로모션의 제공, 기타 다양하고 새로운 컨텐츠와 같이 판

매 촉진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타 점포와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고 온라인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을 유도하여

경제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Ku et al., 2009).

2) 경험적 특성: 몰입, 행위주체성, 변형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쾌락적 혜택은 쇼핑 과정에서

의 감각적 자극, 판타지적 체험을 통한 미적인 즐거움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Batra & Ahtola, 1991; Chitturi et

al., 2008). 쾌락적 소비의 개념을 제안한 Hirshman and

Holbrook(1982)은 소비 과정에서 상상, 즐거움과 감정

을 자극하는 감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비

자에게 쾌락적 가치를 전달하는 리테일 점포의 특성으

로는 주로 전반적인 점포 및 사이트 분위기(Ahn & Lee,

2002; Han et al., 2009), 점포의 심미적 디자인 및 멀티

미디어 정보를 통한 감각적 편익(Park & Kang, 2005) 등

이 제시되어 왔다. Murray(1997/2001)는 가상현실이 제

공하는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몰입(Immersion), 행위주

체성(Agency), 변형(Transformation)의 세 가지로 제시하

였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은 전

통적 매체로부터 경험되어 온 즐거움의 연장이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새롭고 독특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으며, Darley(2000/2003) 또한 새로운 매체로 인해 야

기된 관객의 참여 및 체험의 미학적 특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상현실 점포는 기존의

매체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Park & Le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매체의 커뮤니케이션 방

식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점포의 경험적 특성에 대

해 Murray(1997/2001)가 제시한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

로 Darley(2000/2003)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

합하여 몰입, 행위주체성, 변형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

하였다(Table 3).

(1) 몰입(Immersion)

몰입은 가상현실에 자신이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우리의 모든 주의력과 인식 체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으

로, 이는 풍요로운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필수적 요인이

라 할 수 있다(Murray, 1997/2001).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상현실의 특성은 다의성과 감각적 풍부함으로 정리

해볼 수 있다. 발전된 이미지 기술은 3차원적 시공간적

조건, 조명 효과, 표면 재질, 색채, 입체성, 중량감, 움직

임 등을 실감나게 구현함으로써 이미지의 속성을 강화

하고 과장시킨다(Darley, 2000/2003; Kim, 2008; Kim,

2003). 여기에서 이미지는 다의성을 함축하게 되는데, 낯

익은 기법과 형식이 혼합되고 혼동되는 데에서 오는 불

확실성으로 인해 수용자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매혹되게

되며, 얼마나 매혹되는지가 몰입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다(Darley, 2000/2003). 가상현실은 2차원 화면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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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3차원 공간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공

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미지의 속성

을 과장시키고 확대하여 수용자들이 진짜(현실, 실재)와

가짜(가상, 허구), 가능과 불가능의 혼동을 경험하도록

한다. Darley(2000/2003)는 디지털 매체가 이러한 불합리

성과 불가능성으로 인한 다의성을 미학적 참신성으로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은 감각적 장치가 설득적

일수록 강화된다(Kim, 2003). 가상현실은 HMD 장치를

통한 외부 시야의 차단, 1인칭 시점의 움직임 일치성, 입

체감 있는 시공간 표현, 청각 자극의 동반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감각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미지에 3차원성과

깊이감을 부여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매체의 중

심적 미학 속성인 실제적인(또는 환상적인) 공간의 표현

이 강화됨에 따라 시각적 평면성이 극복되었으며, 1인

칭 시점을 통해 미학적 구성의 핵심인 존재감이 더욱 확

장된다. 이는 운동감각의 일치성과 청각적 자극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데, 실제 신체의 움직임이 화면 속 움직임

과 동화되어 운동감각적 효과를 고양시키고 청각적으로

도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서 몰입을 강화시킨다

고 할 수 있다(Darley, 2000/2003).

(2) 행위주체성(Agency)

행위주체성은 참여자가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

고, 그 결정과 선택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느

끼는 특별한 경험을 말한다(Murray, 1997/2001). 참여자

는 나의 행동을 통해 극단적으로 변화된 세계를 만나고

이 세계가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미적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행위주

체성이라 할 수 있다.

가상현실 시스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행위주

체성의 형태로는 공간의 항해, 제어와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가상공간을 목적을 지니고 항해하면서 느끼는 특

별한 참여적 즐거움은 이정표를 보며 어떤 방향으로 나

아가면서 얻는 즐거움, 우리의 경험과 조화되는 공간을

접하면서 얻는 즐거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얻는 즐거움, 나의 힘과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의 즐거움 등이다(Park & Lee, 2004). 가상현실은

다른 공간과의 연결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고 무한정하게 길을 선택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한다(Kim, 2003). 스스로 가상환경을

탐색하고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자체

로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간의 항해

가 자유로울수록 높은 행위주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 참여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화면 속의 상

황을 제어하고, 화면 속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Darley, 2000/2003; Kim, 2008). 신체적으로 직접 관여

하여 실제로 제어한다는 점이 핵심적 특성이며, 이에 참

여자들은 대리적인 운동감각을 느끼게 된다. 실제 나의

행동과 선택이 가상세계에 적용되면서 이곳에 실제로 내

가 존재한다는 원격현전의 느낌이 강화되는데, 나의 선

택으로 가상세계의 환경이나 스토리를 변화시키거나 매

체 속 인물 또는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행위

주체성과 실재감은 가상환경이 참여자의 제어와 상호

작용을 허용하는 정도와 관련된다(Darley, 2000/2003;

Kim, 2003; Park & Lee, 2004). 즉,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제어와 상호작용의 범위가 넓을수록 행위주체

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변형(Transformation)

디지털 매체는 무한한 형상 변형의 기법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다양하고 다중적인 선택을 할 수 있

게 하며, 패턴들의 앞뒤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변형의 경험은 이러한 가상환

Table 3.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reality stor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Immersion
Ambiguity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mix of familiar formats captivates participants

Sensorial richness Strong sense of reality and immersion are provided through various sensory effects

Agency

Spatial navigation Exploring and navigating the virtual space can provide a participatory pleasure

Control & Interactivity
Experiencing the feeling of being physically involved in and actually controlling the

virtual environment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in

virtual environment

Through a variety of choice, participants can transform the virtual environment or vir-

tual objects

Transformation in

real environment

Experience and knowledge gained in virtual environments can be applied to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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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내에서의 변형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변형에도 적

용된다(Murray, 1997/2001).

가상환경 내에서의 변형은, 디지털 인형에게 1,500가

지나 되는 옷을 입혀보거나 게임 내에서 다양한 캐릭터,

스토리 및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상환경과 그 안

의 서사를 변형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Murray, 1997/2001;

Park & Lee, 2004). 이러한 변형의 수준은 앞서 살펴본

행위주체성과 마찬가지로, 가상환경 시스템이 요소들의

변형을 허용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한편, 가상환경 내에서의 행위는 직접적 체험으로 동

화됨으로써 현실세계에서도 변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다(Murray, 1997/2001). 몰입적 환경에서의 감정적 충격

은 몹시 강력한 것으로, 가상환경은 기존의 미디어보다

참여자의 관여를 높이고 실제 사용 경험을 재생산함으

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Ahn &

Bailenson, 2011). 이에 심리치료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

서는 가상현실 체험의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

로써 활용되고 있다(McLay et al., 2014; Schuemie et al.,

2001; Sharma & Bach, 2016). 예를 들어 공포증과 같은

심리치료, 통증관리 및 신경재활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

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Bohil et al., 2011).

공포증 환자들은 가상환경 속에서 두려운 상황에 대처

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민감성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가상환경 속에서 경험을 축적시키

고 체화된 지식을 얻어 현실세계에서 변형 능력을 발

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hil et al., 2011; Murray,

1997/2001). 또한 가상세계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실제

세계에서 행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추후 현실세계에서의 태도 및 행

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가상현실 점포의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1. 분석대상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eBay의 VR 백화점과 현대백

화점 VR 스토어를 선정하였다. 현재 유통 산업에 있어 가

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는 중국 알리바바의 Buy+,

일본 사이킥 VR 연구소의 STYLY, 미국 식센스의 vRe-

tail, 호주 eBay의 VR 백화점, 그리고 국내의 경우 현대백

화점의 VR 스토어가 대표적이다(Chun et al., 2017; Jung

& Song, 2017). 해당 사례들은 모두 HMD를 착용하고 가

상공간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플랫

폼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직 상용화되

지 않았다. 이들 중 현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쉽게

이용 가능한 VR 점포는 eBay의 VR 백화점과 현대백화

점의 VR 스토어로, 두 점포 모두 백화점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였으며 점포 내에서 패션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특히 eBay의 VR 백화점은 모델링 기반 제작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는 이미

지 기반 제작 방식으로 구축되어 각 제작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특

성분석을 위해 앞서 논의된 가상현실 점포의 기능적 특

성 및 경험적 특성과 각각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점포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후 종합적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는 현대백화점의 온라인/모바

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존재하

는 백화점 점포를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둘러볼 수 있

도록 제공되고 있다. 2016년 7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

으며, 2018년 4월 기준 판교점 나이키 매장과 미아점 슈

즈 편집 스토어 등 총 11개의 가상현실 매장이 준비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매장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

으며, 매장에 들어가게 되면 고해상도의 점포 이미지와

함께 안내문 및 화살표, 제품 정보 등이 표시된다. HMD

착용 시 이용자들은 화살표를 응시함으로써 점포 내 공

간을 이동할 수 있으며, 각 제품의 빨간 표식을 응시하

면 해당 제품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나 텍스

트 외에 소리는 제공되지 않는다(Fig. 1(a)).

eBay VR 백화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

하는 방식으로, 크리스털로 뒤덮인 공간에 들어가 떠다

니면서 구경하는 듯한 느낌의 점포 환경을 제공한다. 지

난 2016년 5월에 서비스를 처음 오픈하였으며, 어플리

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어폰을 착용하고 HMD에 핸

드폰을 장착하라는 안내 화면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제

공된다. 안내 화면이 끝나고 나면 먼저 VR 백화점을 소

개하는 애니메이션과 음성이 제공되며, 모델링을 통해

구축된 점포 이미지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애

니메이션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선 응시를

통해 제품 선택 및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마치 온라인

쇼핑몰이 3차원 공간에 이식된 듯한 방식의 인터페이스

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음향 효과와 함께 메뉴를

이동할 때마다 이용 방법에 대한 음성 안내가 제공된다

(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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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특성

1) 현대백화점 VR 스토어

(1) 제품 정보 제공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브랜드의 점포를 둘러볼 수 있

는데, HMD를 착용할 경우 한 번에 한 개의 매장만 선

택하여 둘러볼 수 있다(Fig. 2(a)). 따라서 해당 매장의

구색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점포의 사진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점포의 공간적 제약이 가

상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의 특성 상 각 매장의 면적이 넓지 않으며, 따라

서 구색 다양성은 낮은 편이다.

제품 정보 전달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마네킹에 진열된 패션 제품들의 코디, 패

션 브랜드의 감성적 콘셉트를 반영한 공간 디자인 등

기존의 온라인 점포보다 더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적용 수준에서

는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품을 꺼내어 돌려 보거

나 패션 제품의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즈, 소

재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는 없다. 각 제품 상단에

떠 있는 빨간 표시를 응시할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명만 확

인할 수 있으며<Fig. 2(b)>, 더욱 구체적인 정보의 획득

을 위해서는 HMD를 벗고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통

해 특정 제품의 360° 회전 이미지나 동영상, 기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쇼핑 효율성

탐색 용이성 측면에서, 소비자는 실제 점포를 둘러보

는 것처럼 한 눈에 공간의 모습을 확인하고 오프라인

Fig. 1. VR stores.

Fig. 2.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Hyundai VR store.

From The Hyundai. (n.d.). http://www.the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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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서와 같이 익숙하게 아이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Fig. 2(c)). 그러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어 선

반이나 옷걸이의 제품들을 꺼내어 확인해 보기가 어려

우며, 제품의 품명만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제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기억하고 웹 또는

모바일 점포에서 다시 검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상현실 점포에서의 이동 및 선택은 신체의 자연스

러운 움직임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페이

스를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향 전환의 경

우 실제로 몸을 움직여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면 이용자

의 신체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되며, 원하는 구역으로 이

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방향의 화살표를 응시하면 시

점이 변환된다. 시선 움직임에 따른 상호작용은 반응이

매우 신속하지만 구역 이동 시 시점이 바뀔 때마다 짧

은 로딩 시간이 있으며<Fig. 2(d)>, 다른 매장으로 이동

하려면 HMD를 벗고 해당 매장을 선택한 이후 다시 착

용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

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오프라인이나 기존 온라인 채널

보다도 효율성이 낮게 지각될 수 있다.

(3) 구매 서비스

거래 시스템을 살펴보면,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매장과 제품을 둘러보는 것 이외에 거래 진행을 위한 시

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 시스템을 종

료하고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

면, 온라인 쇼핑몰의 해당 제품 페이지로 연결되어 거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 촉진을 위해 매장

내 보물찾기, 글자나 이미지 찾기 등 VR 점포에서만 경

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판

매 촉진 요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

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촉진 수단들을 통해 이를 보

완하고 있다.

2) eBay VR 백화점

(1) 제품 정보 제공

eBay와 Myer 백화점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VR 백화

점인 만큼, 넓은 범위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 남성 패션,

여성 패션 이외에 화장품, 전자제품, 가정용품, 장난감

등의 카테고리도 제공되며, 패션 제품의 경우, 상의, 하

의, 속옷 및 패션 잡화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그

러나, 한 카테고리 내 구색 다양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

서 다양한 제품군을 가상현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제품의 쇼핑을 위해서는 선택

대안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Fig. 3(a)).

제품 정보 전달에 있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

게 되면 제품을 360° 회전시키며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가 제공된다(Fig. 3(b)). 특히 의류 제품의 경우 입체적인

3차원 이미지를 통해 착용 시의 실루엣을 다양한 각도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제품은 아직 360° 회전 이미지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

에서와 같이 정지된 평면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미

지 외에도 텍스트를 통해 제품의 브랜드, 이름, 가격 및

사이즈, 색상 및 특징, 배송 정보까지 다양한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Fig. 3(c)).

(2) 쇼핑 효율성

시선 움직임에 따라 줌인(zoom in), 디테일 확인 등

즉각적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할 만한 항목들이 제시된

다.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제품을 인식하고 해

당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들을 한 공간

Fig. 3.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Bay VR Department store.

From eBay VR Department Store. (n.d.). eBay VR Department Store Application (for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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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아서 제공함으로써 탐색 용이성이 높은 편이다. 그

러나 쇼핑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구색을 한 눈에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제품을

다시 보기 위해 이동하거나 다른 선택 대안을 탐색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스템의 반응 속도 및 안정성과

관련된 쇼핑 용이성에 있어서는, 접속 초반에 소비자가

세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나서 해당 제품들을 불러

올 때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그 외에는 빠르게 반

응하는 편이다.

(3) 구매 서비스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거래와 관

련된 정보들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온라인 채널

과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Fig.

3(d)).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시선

응시를 통해 버튼을 선택하여 eBay 온라인 사이트의 장

바구니로 해당 상품들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단, 결제

는 eBay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판매 촉진의 경우, VR 백화점 내에서 이벤트나 프로모

션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의 eBay 온라인 쇼핑

몰에서 제공하는 판매 촉진 수단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

도록 연계되어 있다. 두 가상현실 점포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분석내용은 <Table 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3. 경험적 특성

1) 현대백화점 VR 스토어

(1) 몰입

다의성 측면에서,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는 2차원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점포를 선택함으로써 3차원 가

상공간이자 실제로 존재하는 백화점 점포 속으로 들어

가게 된다. 이는 실제 점포 공간이면서 온라인의 가상

공간이기도 하며, 낯익은 오프라인 점포 공간이지만

점원이나 타 고객의 부재가 실제와는 다른 공간임을

인식시켜 이용자에게 다의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불

러 일으킨다. 고화질로 촬영된 점포 이미지에 3차원적

공간성을 부여하고 HMD 장치로 시야 전체를 둘러쌈

으로써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을 부여하며, 이용

자가 있는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매장으로 순간 이동

한 듯한 경험을 통해 원격현전감을 제공한다. 사진과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의 기법과 형식의 혼합,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혼합되면

서 이용자들은 호기심과 흥분을 느끼며 새로운 경험에

몰입하게 된다.

Table 4. Summary of VR Stores' Functional Characteristics: Hyundai VR store and eBay VR Department store

Functional characteristics Hyundai VR store eBay VR Department store

Product

information

providing

Assortment

A total of eleven stores are available. The assort-

ment of one store can be seen at a glance with

HMDs, but the assortment variety is limited to

one store.

There are various product categories such as men's

fashion, women's fashion, and cosmetics. The ass-

ortment variety in one category is low.

Product

information

Information such as coordination of products can

be delivered vividly. Detailed inform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mobile or online shopping mall.

Some products can be checked by rotating 360

degrees. A variety of information, such as price,

size, and delivery guide, is also provided as text.

Shopping

efficiency

Ease of

navigation

Participants can browse the store space as in real.

It is difficult to look at products closely and to

find detailed information due to the limitations

in interaction.

Presenting products in one space makes it easy to

search.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e whole

assortment at a glance.

System

quality

It is very fast to reflect eye movements, but it ta-

kes loading time each time the screen switches. It

requires a process of taking-off and re-wearing of

HMDs to move to another store.

It is very fast to reflect eye movements. It takes a

little time to load the product information, but

overall the system responds quickly.

Purchasing

service

Order

system

While wearing HMDs, the order process is not

avail able. Customers need to exit the VR system

and use the existing online shopping system to

order.

Customers can get information about order system

while wearing HMDs. The shopping cart system

is linked to the eBay web page, but payment pro-

cess is available only on the web.

Promotions

There are several ongoing events only at VR store.

To supplement sales promotion, it is connected to

Hyundai online shopping mall.

There are not any events or promotions in VR sto-

res. To supplement sales promotion, it is connec-

ted to eBay online shopping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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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풍부함에 있어서는 먼저 고해상도의 360° 카

메라로 촬영된 점포 이미지가 입체감 있게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은 실제 점포의 시각적 디자인을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Fig. 4(a)). 특히 오프라인 패션 점포는 브

랜드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천장과 바닥

및 벽면의 재료나 색상, 점포 내 집기의 종류, 제품 배

치 방법 등 점포 환경의 모든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디

자인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점포만의 고

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용자들은 가상현실 점포

를 통해 이러한 오프라인 점포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시선의 움직임이 가상환경

에서 동기화되면서 1인칭 시점의 움직임 일치를 통해

실제로 해당 매장을 둘러보는 듯한 원격현전을 느끼게

된다. 증강현실 형식의 인터페이스는 3차원적 깊이감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데<Fig. 4(b)>, 한

편으로는 현실세계에서처럼 점포를 둘러본다는 몰입감

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화살표를 통해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집기들 사이를 통과해 버리

는 느낌과 함께 로딩 표시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완전히 다른 시점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매

우 사실적인 점포 이미지로 인해 구축된 몰입감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 또한 몇몇 장면에서는 카메라의 시점

이 다소 높아서 실제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준다는 점 또한 몰입감을 해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행위주체성

현대백화점 VR 스토어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공간의 항해를 통해 구조를 파악할 수 있

다. 공중에 떠 있는 안내 표시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서처럼 탈의실, 계산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

살표를 응시함으로써 점포 내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Fig. 4(c)). 한 시점에서도 천장과 바닥, 인접한 다른 점

포들의 모습, 백화점의 복도 등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가보지 못한 점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변

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는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다(Fig. 4). 이미 현실에서 방문했던 점포를

선택할 경우에는, 알고 있던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둘

러보는 경험으로 인해 나의 지식 및 경험과 조화되는 공

간을 접하면서 생성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 점포만을 한정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다른 점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서 빠져 나

온 뒤 모바일 페이지에서 다시 선택하여 접속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항해의 즐거움은 다소 경감된다는 한

계점을 지닌다.

제어와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HMD를 통한 시선 동기

화로 인해 나의 시선 움직임과 가상현실 속의 화면 이동

이 일치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시선의 응시를 통

해 이동하여 변화된 시점을 경험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아

직 시스템이 제어와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제어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 주체성 경험은 낮

은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3) 변형

현재로서는 HMD를 착용한 상태로는 가상환경 내에

서의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대백화점 VR 스토어의

구축 단계에 대해 더현대닷컴은 2017년에 개별 상품을

360°로 돌려볼 수 있는 VR 상품 기능을 도입하고, 2018년

에는 상품 설명과 함께 관련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2019년에는 백화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최종적인 VR

백화점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Lee, 2016). 2017년

Fig. 4.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of Hyundai VR store.

From The Hyundai. (n.d.). http://www.the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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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몇몇 제품을 360°로 돌려볼 수 있게 하는 VR 상품

기능을 도입하긴 하였으나, 해당 기능은 HMD를 착용

하지 않았을 때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몰입형 가상환경으로 한정지었을 때

에는 단순히 점포를 수동적으로 둘러보는 수준에 머무

르고 있어 가상환경에서의 변형은 낮은 수준이며, 앞으

로의 기술 발전 및 적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더 높은 수

준의 변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재하는 점포 환경을 가상공간에서 둘러봄으로써 소

비자들은 점포 방문 경험을 축적시키고, 실제 점포 방문

시에도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은 점포에 대한 첫인상과 점포 태도, 점포

선호를 형성하며, 이는 실제 점포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가상점포에서 관심 가는

제품을 확인하고 실제로 탐색해봄으로써 구매를 위한

정보 탐색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세계에서의 변형 역시 구축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eBay VR 백화점

(1) 몰입

eBay VR 백화점은 온라인 쇼핑몰이 3차원 공간으로

구현된 듯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3D 모델링을 통해

2차원적 디지털 이미지에 공간성과 입체성, 실감나는 움

직임을 부여함으로써 2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이미지의 다의성을 가진다. 이용자들은 디지털 그

래픽에서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임을 느끼면서도

HMD 장치를 통해 완전히 가상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체험을 통해 원격현전을 경험한다. 제품들 또한 여

러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공중에 떠 있으며, 음성 안내

를 통해 시스템이 나와 상호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Fig. 5(a)). 따라서 이용자들은 실재하지 않는 공간

에서 실재하고 있는 듯한 불확실성을 통해 새로운 경험

에 매료되고 호기심을 가지며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감각적 풍부함에 있어서는 영상 효과가 제공되며<Fig.

5(b)>, 이미지 외에도 제품 정보 및 배송 안내와 같은 텍

스트 정보 또한 제시된다. 점포 환경의 이미지는 애니메

이션이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강렬한 시각적 자

극을 제공하며, 특유의 색채와 형태 등을 통해 일관된

감성을 전달한다. 영상 효과는 제품을 당겨 보거나 카테

고리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속도감, 거리감, 운동감과 같

은 다양한 감각을 제시하며, 음향 효과를 통해 시각과

청각을 모두 차단시키면서 보다 풍부한 몰입감을 제공

한다. 그러나 한편, 시각적 차단으로 인해 가상공간이 넓

게 느껴지는 데에 비해 제품 제시 영역은 한 부분에 국

한된 점과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이 반복적으로 제시되

는 점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의 가능성을 제

한시킨다. 또한 시각적으로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시점

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신체는 현실세계에서 앉거나

서 있게 되는 데에서 오는 괴리감 등은 몰입을 다소 저

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행위주체성

공간의 항해 측면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구조를 파악

하듯 각 메뉴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탐색을 통한

경험이 가능하다. 인터넷 브라우저나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쇼핑몰을 둘러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공간의

Fig. 5.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of eBay VR Department store.

From eBay VR Department Store. (n.d.). eBay VR Department Store Application (for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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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위치한 메뉴들을 선택함으로써 바로 전에 있던

공간이나 새로운 다른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

으며<Fig. 5(b)>,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추천

제품들을 선택함으로써 연속적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

나, 메뉴 선택을 통한 이동은 실제 공간을 이동한다는

느낌보다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이동하는 것처럼 단순

히 웹 페이지가 변경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며, 메뉴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앞서 감각적 풍부함에서 언급했

던 것처럼 같은 공간이 반복된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항

해 경험이 제한된다.

eBay VR 백화점에서는 원하는 제품 카테고리를 선택

하여 나만의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선택에 의한 개인화된 점포가 구축되고 있

다’는 음성 안내로 인해 강한 제어감과 상호작용성을 느

낄 수 있다. 또한 응시를 통해 제품이나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화면의 애니메이션과 음향 효과가 나의 행위로

인해 작동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제품 선택 시

관련 제품을 추천하여 리스트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주체성과 실재감이 강화

된다.

(3) 변형

넓은 가상공간에서 소비자는 관심 있는 제품을 선택

하고 끌어당겨 볼 수 있다. 또한 제품을 360°로 돌려가

며 디테일을 확인하거나 장바구니에 담는 과정을 통해

가상환경 내의 요소들을 변형시키고 쇼핑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화된 쇼핑 컬렉션을 구축하고,

구매할 제품을 장바구니에 자유롭게 담고 빼는 등의 변

형 또한 허용된다(Fig. 5(c))-(Fig. 5(d)).

eBay VR 백화점의 가장 큰 특징은 eBay 온라인 사이

트와의 연결을 통해 실제 결제까지 진행되기에, 현실에

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eBay 온라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현실과의 연결성이 강화

되면서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에도 변형 능력을 미

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소비자들은 가상백

화점에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축

적할 수 있으며, 가상점포 경험을 통해 eBay 및 Myer 백

화점, 구경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어 이는 실제적인 태도 및 선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추후에 브랜드 또는 제품별로 서로

다른 점포 환경을 감성적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 점포 환경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공간적 제한을 극복함은 물론 온라인 점포

환경의 2차원적 제품 제시 방법의 한계점 또한 극복하

여 소비자 반응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상현실 점포의 경험적 특성에 대한 분석

내용은 <Table 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4. 종합적 분석

먼저 리테일 점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

능적 특성에 있어서는 두 점포 모두 기술적 한계로 인

해 다소 미흡한 수준이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

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제품 정보 제공 측면에서 현대

백화점 VR 스토어는 실제 점포 공간의 제약이 그대로

작용하여 HMD를 착용하고 들어간 특정 점포에서의 구

색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eBay VR 백화점의 경

우 제품군은 다양하지만 한 제품군 내 구색 다양성은 낮

은 편이었다. 제품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eBay VR 백화

점이 텍스트, 음성, 애니메이션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

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 VR 스토

어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각

제품의 코디네이션 또는 분위기, 이미지 등 기존의 온

라인 채널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던 정보를 제공해 준다

는 장점도 가진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유용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은 리테일 점포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가상현실 점포 이

용이 단순한 일회적 체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

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쇼핑 효율성에는 가상현실 시스

템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및 반응성과 신속성 등이 영향

을 미치는데, 기본적으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은 신

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반영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이

해하고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쇼핑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

품을 탐색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

몰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계층적 구조가 이용하

기 용이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두 점포 모두 반응성과

신속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이 보다 효

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탐색 용이성에 있어 제품 및

공간과의 높은 상호작용,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구조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점포는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판매 촉

진 수단 제공이나 거래 진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가상환경 내에서 결제까지도 불

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경험적 특성에 있어서는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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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두 가지 점포 모두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점포와는 다른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경험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각 점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및 한

계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몰입 경험에 있어서

는 두 점포 모두 HMD를 통한 시각적 차단으로 인해 상

당한 몰입감을 제공하는데, 다의성 측면에서 현대백화

점 VR 스토어는 오프라인 점포 환경이 가상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에서 오는 다의성을, eBay VR 백화점은 온

라인 점포 환경이 가상공간으로 전이되는 데에서 오는

다의성을 가진다. 감각적 풍부함 측면에서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는 실제 점포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로 시각적 자극을 통해 몰입을 강화시키는

데, 시각 자극 외 청각적 자극이나 풍부한 운동감각은 다

소 부족하였다. eBay VR 백화점은 시각 자극에서도 애

니메이션의 활용을 통해 속도감이나 거리감 등을 강화

시켰으며, 청각적 자극도 함께 제공되어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보다 몰입 경험의 강도가 높았다.

행위주체성과 변형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구축 수준으

로 인해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행위주체성의 하위

요인인 공간의 항해에 있어서는 두 점포 모두 한계를 가

지고 있으며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어와

상호작용, 가상환경에서의 변형 측면에서는 아직 현대

백화점 VR 스토어의 시스템이 소비자의 행동을 허용하

는 정도가 낮아 eBay VR 백화점보다는 경험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가상현실 매체를 통한 행위주체성

과 변형은 기존의 게임이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경험

할 수 있었던 행위주체성 및 변형과는 또 다른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며, 현재 단계에서도 소비자들에게는 매

우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점포 모두 추후

기술이 더욱 발전됨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가상현실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

현실 점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자리잡을 것으

로 보인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표적인 가상현실 점포인 현대백화점 VR

스토어와 eBay VR 백화점을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한

가상현실 점포의 특성을 패션 제품 경험을 중심으로 분

Table 5. Summary of VR stor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Hyundai VR store and eBay VR Department store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Hyundai VR store eBay VR Department store

Immersion

Ambiguity

It enters into a 3D store space through a 2D mo-

bile page. It is an actual store environment as

well as an online virtual shopping space.

It gives the feeling that users are experiencing

2D and 3D at the same time. Users can experi-

ence a feeling of floating in the air.

Sensorial

richness

Customers can experience the atmosphere and

spatial sense of the store through high-resolution

3D store images. It has no sound effect, and

somewhat lacks in providing feeling of immer-

sion.

Along with animation effects, images and text

are also provided. It provides a richer experience

of immersion by blocking both visual and audi-

tory senses.

Agency

Spatial

navigation

Navigation experience of the actual store can

provide pleasure. However, the pleasure of navi-

gation is somewhat reduced because customers

can navigate only one store at a time.

Users can explore the new space by selecting

menus. However, the navigation experience is

limited because there are not many menus and

the same spaces are provided repeatedly.

Control &

Interactivity

It is possible to move the space and to experi-

ence the transformed scene with a simple gaze.

It allows pleasant experience through interacting

in new ways.

It is possible to move the space and to experi-

ence the transformed scene with a simple gaze.

It allows pleasant experience through interacting

in new ways.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in virtual

environment

At the current stage of construction, the user is

hardly allowed to deform the objects of environ-

ment. Only passive browsing of stores is allowed.

Customers can change the virtual environment

by selecting products, zooming in, rotating 360

degrees, picking items into shopping carts, and

so on.

Transformation

in real

environment

Pre-virtual exploring can make customers feel

familiar to actual stores. Through such virtual

experience, consumers can form attitudes and

preferences for stores and products, which will

affect real behavioral respons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help customers to make pay-

ment of products through online shopping system.

Through virtual shopping experience, consumers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which will affect

real behavioral respon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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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현시점에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점포

환경, 가상현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가상현

실 점포의 기능적, 경험적 특성을 도출하고 분석기준으

로 삼았다. 실용적 가치를 전달하는 리테일 점포로써의

기능적 특성은 구색 다양성 및 제품 정보 전달을 포함

하는 제품 정보 제공, 탐색 용이성 및 쇼핑 편의성을 포

함한 쇼핑 효율성, 거래 시스템과 판매 촉진을 포함하는

구매 서비스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쾌락적 가치를 전달

하는 가상현실 점포의 경험적 특성은 다의성 및 감각적

풍부함을 제공하는 몰입, 공간의 항해 및 제어와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행위주체성, 가상환경 및 현실세계에

서의 변형을 포함한 변형 측면으로 도출되었다.

사례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두 점포 모두 새로운 쇼핑

경험의 제공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제작 방식

과 구현 단계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지

니고 있었다.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는 이미지 기반 제

작 방식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가상공간으로 옮겨 놓았

으며, eBay VR 백화점은 모델링 기반 제작 방식으로 온

라인 점포를 가상공간에 구현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

능적 측면에서는 양 점포 모두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

품 정보 제공, 쇼핑 효율성 및 구매 서비스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60° 제품 회전 기능, 제품

추천 시스템, 음성 안내 및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 등

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었다. 경험적 특성과 관련해

서는 두 점포 모두 착용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시각적 차

단으로 강한 몰입감을 제공하였다. 현대백화점 VR 스

토어는 실제 점포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증강현실 인터

페이스로 몰입을 강화시키는데, 시각적 자극 외의 청각

적 자극이나 풍부한 운동감각의 제공은 다소 부족하였

다. eBay VR 백화점은 애니메이션의 활용을 통해 속도

감 및 거리감을 강화시킨 시각적 자극과 함께 청각적

자극도 제공함으로써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보다 몰입

경험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아직 양 점포의 시스템

모두 가상공간에서의 행위주체성과 변형 측면에서는 소

비자의 행동을 허용하는 정도가 낮아 경험의 범위가 제

한되었다.

Murray(1997/2001)는 가상현실의 새로운 미학적 원칙

을 몰입, 행위주체성, 변형으로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

미학적 경험이 미래에 기대됨직한 새롭고 독특한 즐거

움이라 하였다. VR 기술의 발달로 현재 사람들은 실제

로 이러한 새로운 미학적 경험과 조우하게 되었으며, 특

히 현실에서의 실제 소비 행동과 직결되는 점포 환경이

VR로 제공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더욱 허물고 있

다. VR 점포가 제공하는 감각적 풍부함과 감성적 이미

지들은 패션의 콘셉트, 감성 전달에 매우 적합하며, 가상

점포 환경 이미지의 연출과 관리를 통해 패션 커뮤니케

이션의 효과적 매체로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

자들의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 본 두 가지의 VR

점포는 각각 극사실주의와 판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기반 제작 방식을 통해 구축되는 현대

백화점 VR 스토어는 오프라인 점포보다도 다양하고 풍

부한 감각 자극과 행동의 허용이 보완된다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쇼핑 경험을 가능케 할 것이다. 오프라인

점포의 구축을 위한 공간적, 시간적, 비용적 제약을 넘어

설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도 아주 크고 호화로운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인터

넷 쇼핑몰은 오프라인 공간과 이질적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원형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한계점

을 지니는데, 가상현실의 구현은 기존 고객들이 익숙하

고 편안해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노

년층에게도 가치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링

기반 제작 방식을 통해 구축되는 eBay VR 백화점은 감

성적 이미지를 강화시킨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판타

지 영화에 들어간 듯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현실

에서 불가능한 움직임을 구현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와 공간을 예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패션 브랜드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감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환

상적인 공간을 통한 경험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강한 인

상을 남기고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 태도와 선

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통적으로는,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소비

자는 멀리 있는 점포에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며, 대기

시간 없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리

테일러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표적 고객층을 대

상으로 다양한 점포 환경 구축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 적용하기 전 환경 디자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게임 시스템에서와

같이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 상호작용을 하는 시

스템도 가능해질 것이다. 추후 촉각과 무게감, 압력감

까지 경험할 수 있는 장치가 상용화된다면, 패션 쇼핑

에 있어 온라인 점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한계점인

패션 제품의 무게감이나 촉감, 소재의 느낌 등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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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패션 쇼핑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리테일 점

포로서의 기능적 특성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제품 구매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

는 실용적 가치의 전달이 점포의 본질적 기능임을 감안

할 때(Levy & Weitz, 2001), 이러한 기능적 특성의 미흡

함은 가상현실 점포의 이용 가능성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가상현실 점포가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 채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쇼핑 가치

제공을 위한 기술적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의 패션 쇼핑 맥락에의 적용에 있

어 넓은 범위의 브랜드와 품목을 포괄하는 백화점 점포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패션 제품의 경우 양

말과 같은 실용적인 저관여 제품에서부터 상징성이 높

고 쾌락적 가치가 핵심적인 고관여 제품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소비자의 쇼핑 목적(Kang & Park-Poaps, 2010),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및 브랜드에 따라서도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소비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

난다(Jensen & Hansen, 2006). 따라서 다양한 패션 쇼핑

맥락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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