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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같은 신기술은 다양

한 산업과 융합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

공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생성된 

VR 패션쇼핑채널 특성과 소비자 관여가

채널수용에 미치는 영향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패션관여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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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rtual Reality (VR) represents a key technology for future shopping platform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vividness and interactivity, the two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VR, and fashion involvement, a 
consumer characteristic, on a consumer's intent to use VR stor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Technology Ac- 
ceptance Model (TAM). The study explained consumers' belief in a new technology and the process underly- 
ing the use behavior.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00 people between the ages of 20s and 30s via an online 
survey firm. Data are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 
ults showed that a greater level of perceived vivid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ease of use and playfulness, 
while perceived interactiv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usefulness and playfulness. The findings also indic- 
ated that consumers with a high degree of fashion involvement tend to perceive a higher level of playfulness 
through VR shopping. Regarding the effects of consumer beliefs, perceived ease of use had a positive influ- 
ence on usefulness perception. A higher level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layfulness meant a higher consu- 
mer intention to adopt a VR shopp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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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공간 속에서 사용자가 오감을 가지고 상호작

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의미한다

(Burdea & Coiffet, 2003). VR과 관련된 연구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VR에 대한 초기 연구

(Milgram & Kishino, 1994; Steuer, 1992)에서는 가상과 

현실의 혼합에 대한 개념과 용어의 정립, 관련 기술의 

유형 분류 등이 진행되었다(Loureiro et al., 2019). 이후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관광, 유통, 의료, 교육 등 VR

의 수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oureiro et al., 2019). 그러나 많

은 연구들이 도구로서 VR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VR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Pizzi et al., 2019). 마케팅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는 

가상현실 연구는 주로 VR 매체 특성(Bigné et al., 2016; 

Hyun & O'Keefe, 2012), 소비자 경험(Verhagen et al., 2014; 

Yeh et al., 2017), 기술수용(Huang et al., 2013; Yang et al.,

2016) 등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최근 유통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폭넓은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Jung & Song, 2017). 글로벌 금융기업인 Goldman 

Sachs는 2025년 VR/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시장규모가 약 8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

고(Bellini et al., 2016), 특히 리테일 분야에의 적용은 

온라인 채널에서 한계를 보였던 패션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밝혔다. 알리바바, 이베이, 현대 등 글

로벌 리테일 기업들은 VR 쇼핑을 미래 유통의 주요 트

렌드로 인식하고 상품제시나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 

VR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하나인 이베이는 호주의 Myer 백화점과의 제

휴를 통해 2016년 세계 최초의 VR 백화점을 선보였으

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VR 스

토어 바이플러스(Buy+)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체험을 제공하고 있다(Jang & Chun, 2018). 국내

에서는 현대백화점의 VR 스토어, 롯데홈쇼핑의 VR 

Stree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VR 기술을 사용하

여 구축된 이들 점포는 실제 백화점 또는 플래그십 매

장을 그대로 재현하여 고객들이 마치 실제 백화점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하게 한다(Lee, 2018).

이와 같이 리테일 환경에서 가상현실 기술의 활용

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한 쇼핑환경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리테일 환경과 관련

해서는 오프라인 매장과의 비교(Bressoud, 2013; Water-

lander et al., 2015), 제시 제품에 대한 비교(Verhagen et 

al., 2016), 매장 혼잡(Van Kerrebroeck et al., 2017), 제품 

구매결정(Bigné et al., 2016)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Waterlander et al.(2015)은 식품 구매상황에

서 VR 슈퍼마켓과 실제 슈퍼마켓에서의 소비자 행동

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양한 식품군의 구매과정에서 

VR 슈퍼마켓 쇼핑객들은 높은 현존감을 경험했으며, 

과일과 채소, 유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테고리

에서 실제 슈퍼마켓에서와 유사한 쇼핑패턴을 보였

다. Bressoud(2013) 역시 식품 구매상황에서 VR 매장

과 실제 매장 조건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시리얼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감정과 행동을 확인

하였다. 제품 구매 시 VR 매장에서보다 실제 매장에

서의 감정적 반응과 소비시간, 구매비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행동에 있어 VR 매장과 실제 

매장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VR 점포

경험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히 밝

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며 실용적 목적이 강한 슈퍼마켓에서의 식품 구매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패션제품의 구매에는 상징적, 감각적, 쾌락적 

경험이 중요하며(Crowley et al., 1992), 패션소비자들

의 쇼핑채널 선택에는 쇼핑환경에서의 감각적 체험

을 통해 생성되는 감정 및 기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Nicholson et al., 2002). 리테일과 접목된 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쇼핑환경에 가

상현실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의 반응 및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VR의 고유한 매체 특

성이 패션제품 구매상황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심리

적, 행동적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쇼핑채

널의 특성이 소비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과 실

제 사용을 결정짓는 과정을 설명한 기술수용모델(Te-

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통해 VR 점포의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인 패션관여도에 따른 VR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신기술이 접목된 VR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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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환경에서 매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

해 보는 쇼핑체험을 실제로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VR 

쇼핑채널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것

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미래 유통 분야의 성장에 

있어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에게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VR 쇼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도출

1.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델(TAM)은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을 시스템적으로 설명한 모형으로, Ajzen and Fi-

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기초로 하여 Davis(1989)에 의해 정립

된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실제 행동은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

고, 이러한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 norm)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인의 태도

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으로, 태도는 행동을 수행하는 결과와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belief)과 연관된다. TAM

은 이러한 합리적 행동이론의 인과관계를 받아들여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

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두 개의 신념을 이용

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설명하고 

있다(Davis, 1989). Davis(1989)에 의하면, 지각된 유용

성은 특정 시스템의 사용이 사용자의 작업성과를 높

여준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

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사

용용이성이 향상되면 같은 노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작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과의 증진에 영향을 주

어 바로 유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신념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태도는 이용의도에, 이용의

도는 결국 실제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

자들은 TAM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지각된 유용성

과 사용용이성이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예측할 유효

한 개념임을 증명하였다(Moore & Benbasat, 1991).

TAM의 타당성이 검증되면서 TAM에 대한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

수들로 확장되었다. Venkatesh and Davis(2000)는 사

회적 영향 및 인지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

도록 연구모형을 확장시켰다. 많은 연구에서 외부변

수로 사회문화(Straub et al., 1997)나 주관적 규범(Ven-

katesh & Davis, 2000), 매체(López-Nicolás et al., 2008)

와 같은 사회적 영향변수와 자기해석(Choi & Totten, 

2012)이나 인구통계적 특성(Venkatesh, 2000), 자기효

능감(Chow et al., 2012)과 같은 개인변수를 도입하기

도 하였다. 또한 신뢰(Wu & Chen, 2005), 통제감(Shang 

et al., 2005), 몰입(Hsu & Lu, 2004), 유희성(Ahn et al., 

2007) 등의 신념변수를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확장된 

모형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 유희성(playfulness)은 즐거움이나 

인지적 몰입을 야기하는 신념으로 주로 적용되고 있

다(Ahn et al., 2007).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효율적

인 제품 구매로 인한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매력적

인 점포환경 및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쾌락적 가치 

또한 추구한다(Babin et al., 1994; Holbrook, 1994; Wolf-

inbarger & Gilly, 2001). 특히 패션쇼핑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패션소비자들은 쇼핑을 통해 오락적 

재미와 환상성, 즐거움 등을 경험하며 이는 소비자 행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iore et al., 2005; Song et al., 

2007).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VR 점포를 통한 쇼핑

의 즐거움에 대한 신념변수로 지각된 유희성을 도입

하고, 지각된 유희성을 신념변수로 추가한 최초의 모

델인 Moon and Kim(2001)의 확장된 TAM을 기본 연구

모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VR 기술이용자들

은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쇼핑을 할 때 VR 쇼핑이 유

용하고 즐겁다고 지각할 것이다(Ahn et al., 2007; Song 

et al., 2007). 한편, Moon and Kim(2001)은 신기술의 사

용이 어려우면 이용 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므로 신

기술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희성을 통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를 통해 TAM에 관련된 변수들이 안정적으로 검증이 

되어 왔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VR 쇼핑을 통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유용성과 유희성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그리고 유희성은 VR 쇼

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

라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 및 유희성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5, 2019

– 728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1과 1-2,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유희성이 VR 쇼핑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가설 1-3, 1-4, 1-5를 설정하였다.

가설 1-1. VR 쇼핑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유용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VR 쇼핑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유희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VR 쇼핑의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VR 쇼핑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이용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VR 쇼핑의 지각된 유희성은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술적 특성: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매체에 의해 매개된 환경에서는 정보가 매체를 통

해 전달되기 때문에, 매체의 속성이 이용자의 인지과

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ozma, 1991). 따라서 VR 환

경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VR 매체

가 지닌 기술적 특성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Jang et al., 2019). VR을 특수한 형태의 경험으로 정

의한 Steuer(1992)는 VR 경험과 관련된 매체의 대표적

인 기술적 특성으로 생동감(vividness)과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을 제안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 두 

차원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자극의 속성을 결정하

고, 이용자의 가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적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Coyle & Thorson, 2001; Klein, 

2003; Vonkeman et al., 2017).

생동감은 이용자의 감각에 정보를 얼마나 생생하

게 전달하는지, 즉 매개된 환경의 표현적 풍부함으로 

정의된다(Steuer, 1992). 매체가 제공하는 감각적 정보

의 유형이 다양하고 해상도나 선명도 등 정보의 품질

이 높을수록 풍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동감은 감각의 폭(breadth)과 깊

이(depth)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Steuer, 

1992; Witmer & Singer, 1998). 감각의 폭이란 감각적 

차원의 수로서 평형감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시각 

등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 차원의 수를 말하며, 매체가 

제공하는 감각 차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동감이 

높아진다. 또한 각 지각적 경로의 품질인 감각의 깊이 

또한 생동감의 수준과 관련된다. 정보의 시각적 품질

은 시스템의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동감

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집중도와 이해 수준이 높아

지고 단서의 획득과 피드백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시

스템 사용이 쉽다고 느끼게 된다(Lee & Kim, 2015). 이

러한 생동감은 리테일 환경에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제품을 제

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적 

신호를 노출시키고, 감각적인 경로를 더욱 자극함으

로써 제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iang & Ben-

basat, 2007). 온라인 쇼핑맥락에서 소비자는 제품 이미

지를 예상소비(anticipatory consumption) 상황으로 투

영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소비하는데(Yim et al., 2017), 

시각적 생동감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정보를 쉽게 획

득하여 더욱 효율적인 메시지-정보처리과정을 거치

므로 쇼핑경험을 유용하게 지각하게 된다(van Noort 

et al., 2012).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VR 점

포가 생동감이 높다고 느낄수록 서비스의 우수성, 쇼

핑의 효율성 및 즐거운 감정 등 경험적 쇼핑가치를 높

게 평가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Jang et al., 2019). 

기존의 온라인 환경에서 제품의 시각적인 측면은 주

로 2차원 이미지로 제시되었으나, VR 기술을 활용한 

VR 점포에서의 쇼핑은 제품을 3차원 이미지로 구현

하여 소비자가 인식하는 시각적 품질을 더욱 강화시

킬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다중감각적으로 정보를 자

연스럽게 획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유용성 및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감각적 자극으

로 인한 즐거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생동감은 VR 쇼핑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생동감은 VR 쇼핑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생동감은 VR 쇼핑의 지각된 유희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작용성은 사용자가 매개된 환경의 형태나 내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Steuer, 1992). 

즉, 소비자가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범위를 결정

짓는 기술적 특성이자 상호작용적인 매체의 주요 특성

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변수이다(Javorni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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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shneh & Vasquez-Parraga, 2017; Yim et al., 2017). 상

호작용성은 속도(speed), 범위(range), 매핑(mapping)을 

통해 향상된다(Steuer, 1992). 속도는 투입이 매개된 환

경에 동화되는 속도로서 가상환경에서 사용자의 투

입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속도를 의미한다. 범위는 매

개된 환경의 내용이 투입에 따라 반영되어 변화 및 조

작될 수 있는 정도로 가상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변형

을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매핑이란 이러한 매개

된 환경에서의 변화가 예측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방

식으로 반영되도록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도, 범위, 매핑의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성의 

수준이 결정된다.

높은 상호작용성은 시스템 및 시스템의 사용에 대

한 실재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Beuckels & Hudders, 

2016; Lee, 2004) 정보획득에 대한 사용자의 능숙성,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시스템에 대한 사용용이성 지

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ttanurak et al., 2001). 

또한 van Noort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강한 몰입

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보다 직접적인 제품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경험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향상된 경험품질은 소비자의 정보처

리와 구매결정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지각된 유

용성을 높여준다(Yim et al., 2017). Nichols et al.(2000)

에 의하면 비디오게임에서 상호작용 기능이 높을수

록 사용자들은 더 높은 유희성을 지각하였고, Klimmt 

et al.(2007)은 VR 게임에서의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유희성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매체의 기술적인 기

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상상적 구성 프로세

스를 향상시키는데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상호작용

적인 기술은 긍정적인 감정경험과 연결된다(Yim et al., 

2017).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현실 같은 

매장과 진짜 같은 제품을 경험함으로써 재미와 즐거

움을 경험하게 된다(Childers et al., 2001). VR 쇼핑채널

은 사용자의 다양한 제품 선택과 점포 내 움직임이 매

개된 환경에 즉시 반영되어 나타남에 따라 높은 상호

작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

용성은 VR 쇼핑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상호작용성은 VR 쇼핑의 지각된 유용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상호작용성은 VR 쇼핑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상호작용성은 VR 쇼핑의 지각된 유희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패션관여도

패션관여도란 패션에 대한 개인적 필요, 가치, 그리

고 흥미를 기반으로 한 관심과 중요성의 정도로 정의

한다(Zhang & Kim, 2013). 패션관여도는 패션과 관련

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성향으로(Kin-

ley et al., 2010)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란 패션이나 

패션 관련 제품 혹은 서비스에 관심도가 높고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Blackwell et 

al., 2006). 패션관여도는 패션 분야 연구에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으

며, 패션관여도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연

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

비자는 낮은 소비자에 비해 쇼핑에 더 많은 시간을 보

내고 패션광고에 더욱 수용적인 경향을 보인다(Josiam 

et al., 2005). 또한 패션제품 구매 시 자신의 구매결정

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O'cass, 2004), 패션제

품을 구매하는 빈도와 비용이 높다(Seo et al., 2001).

Tigert et al.(1976)에 따르면, 패션관여도는 패션수

용행동과 관련하여 패션혁신성과 구매시점, 패션커

뮤니케이션, 패션흥미, 패션지식, 패션트렌드 변화에 

대한 인지와 반응의 5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즉, 패

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초기 수용자이자 패션정

보전달에 영향력이 높으며,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션 

스타일이나 유행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스타일 트렌

드를 적극적으로 관찰한다(Zhang & Kim, 2013).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패션관여도는 새로운 패

션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패션관여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VR 쇼핑의 지각된 유용성을 높

게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에 관여가 높은 소비자들은 쇼핑상황에서 전달

되는 정보를 더 잘 이해하며(Andrews et al., 1990; Gor-

don et al., 1998), 소비자가 점포환경의 시각적 자극과 

같이 전달된 정보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정도는 해

당 환경에 대한 소비자 감정 및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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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 & Wirtz, 2014). 즉,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쇼핑상황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보다 더 잘 이해하므로 

VR 쇼핑의 사용용이성을 높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

를 원활하게 처리할수록 해당 점포에 대한 긍정적 감

정을 지각하므로 지각된 유희성이 증가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의 패션관여도

가 VR 패션쇼핑을 통해 지각된 사용자 신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들을 정리한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

하였다.

가설 4-1. 패션관여도는 VR 쇼핑의 지각된 유용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패션관여도는 VR 쇼핑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패션관여도는 VR 쇼핑의 지각된 유희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실험자극물

본 연구는 상용화되어 있는 VR 패션점포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체험한 뒤 이에 대한 

반응을 설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VR 패션점포는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사이트

인 ‘더 현대닷컴’에서 선보이고 있는 나이키 VR Store

로,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나이키 매장을 고해상도의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여 오프라인 점포를 그대로 재

현함으로써 강한 몰입감과 사실감을 제공한다. 현대

백화점의 VR 스토어는 지난 2016년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VR 점포체험 서비스로, 꾸준히 이용고

객을 확보하고 있다(Seo, 2019). 쇼핑채널에 VR 기술

을 적용하여 구축된 상용화 서비스가 많지 않은 상황

에서 현대백화점 VR 스토어는 구글 카드보드와 같은 

간단한 VR 기기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

할 뿐만 아니라, 패션브랜드를 포함하여 실제 현대백

화점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브

랜드들을 VR로 구현하여 소비자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쇼핑채널로써 VR 점포경험이 

패션소비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였기 때문에 점포환경을 가상공간에 옮겨 놓은 현대

백화점의 VR 스토어가 연구자극물로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으며, 특히 패션브랜드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 및 선호도 등이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유니섹스 

패션브랜드인 나이키 점포를 본 연구의 자극물로 선

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VR 패션쇼핑채널 특성과 소비자 관여가 채널수용에 미치는 영향-생동감과 상호작용성, 패션관여도를 중심으로-

– 731 –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VR 스토어의 이미

지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실제 매장을 방문하는 것

과 같이, 나이키 VR Store에 접속하면 소비자들은 먼

저 현대백화점 판교점 나이키 매장의 입구에 들어서

게 된다(Fig. 2(a)). 정면에서는 점포의 구성 및 인테리

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각 구역에

서 천장이나 바닥으로 시점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면

서 점포의 인테리어와 진열된 제품들을 다양한 각도

로 둘러볼 수 있다(Fig. 2(b)). 제품 정보 측면에서는 각

각의 주요 제품에 표시된 빨간 표시를 클릭할 경우 품

명과 같은 간략한 제품 설명이 텍스트로 제시되며<Fig. 

2(c)>, 주황색으로 표시된 몇몇 제품의 경우 상품 VR 

기능이 제공되어 제품을 360도로 돌려가며 검토해 볼 

수 있다. 점포 내 다른 구역을 구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다(Fig. 2(d)).

2. 자료수집 및 실험절차

본 연구는 VR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에 비교적 더 

친숙한(Deal et al., 2010)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총 200개의 패

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00명(50.0%), 여성 100명(50.0%)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0대 100명(50.0%, 만 19세부터 

29세까지), 30대 100명(50.0%,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19명(59.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재학 

36명(18.0%), 대학원 졸업 22명(11.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명(8.0%), 대학원 재학 7명(3.5%)으로 나타났

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 76명(38.0%), 학생 37명(18.5%), 

전문직 32명(16.0%), 전업주부 14명(7.0%), 서비스업 

13명(6.5%), 기타 10명(5.0%), 무직 8명(4.0%), 기술직 

7명(3.5%), 공무원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

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55명(27.5%)으

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1명

(25.5%),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3명(21.5%),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5명(12.5%),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1명(10.5%), 200만 원 미만 5명

(2.5%)으로 분포되었다. VR 기술을 사용해 본 경험이 

Fig.2. The stimulus of study: Nike VR Store.
Reprinted from The Hyundai (n.d.). http://www.the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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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응답자가 115명(57.5%), VR 사용경험이 없는 응

답자가 85명(42.5%)이었으며, VR 쇼핑몰의 이용경험 

여부는 있다 16명(8.0%), 없다 184명(92.0%)으로 나타

났다.

피험자들은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 특성

인 패션관여도에 관한 사전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3D VR 점포에 대한 설명과 체험방법이 안내되었으

며, 피험자들은 안내문을 숙지한 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3D VR 점포를 마우스로 조작해 가며 

체험하였다. 체험 시에는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전체

화면 모드로 VR 점포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원하

는 만큼 자유롭게 VR 점포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피

험자들의 VR 점포경험시간이 설문조사 시스템에 자

동으로 기록되었으며, 피험자들은 체험이 끝난 이후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새로운 쇼핑채널인 VR 점포에 대한 패션소비자의 

이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VR 점포의 기술적 특성과 소비

자 개인 특성변수를 측정하였다. VR 점포의 특성변수

로는 VR의 대표적인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과 상호작

용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패션관여도를 측

정함으로써 패션과 관련된 소비자 개인 특성이 VR 패

션점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확장된 TAM의 신념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

이성 및 유희성을 측정하였으며, VR 패션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측정하였다.

VR 점포의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은 Choi and Tay-

lor(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상

호작용성 측정문항은 Shim et al.(2017)의 연구를 참고

하여 본 연구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소비자 

개인 특성인 패션관여도는 Choo et al.(2014)과 O'Cass 

(200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VR 점포를 체험하면서 

지각한 유용성 및 사용용이성은 Segar and Grover(1993)

와 Venkatesh and Davis(2000)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지각된 유희성은 Venkatesh(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VR 패션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이

용의도 측정 문항은 Venkatesh and Davis(2000)와 Bha-

ttacherjee(2001)의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

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0.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

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및논의

통계적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험시간의 차이

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험자

들의 체험시간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체험시간과 생동감(r=.10, 

p=.16), 상호작용성(r=.11, p=.12), 지각된 유용성(r=.13, 

p=.06), 사용용이성(r=.14, p=.06), 유희성(r=.09, p=.22) 

및 사용의도(r=.11, p=.11)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구성개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

을 검토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

당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각 개념별로 측정도구가 Cronbach's α 값

의 일반적인 기준(Nunnally & Bernstein, 1994)인 .70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후 해당 

구성개념이 측정항목들을 설명하는 표준 요인적재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Cronbach's α 값은 .88~.96으로 기준

치인 .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 측정모형은 χ2=487.13, df=254, p<.001; CMIN/

DF=1.92, CFI=.95, NFI=.91, TLI=.94, RMSEA=.07로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모든 측정항

목의 요인적재치가 .74 이상, 평균분산추출(AVE)값 

또한 .70~.84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구성개념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의 평가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많

이 사용되는데, 첫째는 두 구성개념의 각 평균분산추

출값과 두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이 각 구성개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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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는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1로 고정시

킨 제약모델과 원래의 모델인 비제약모델을 비교하

는 것으로, 비제약모델이 제약모델보다 우수하면, 즉 

비제약모델의 χ2 값이 유의하게 더 낮을 경우 해당 구

성개념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상관되지 않고 판별타당

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Bagozzi & Phillips, 

1982; Lee & Lim, 2011). 먼저 평균분산추출값 및 상관

관계 제곱값을 이용한 판별타당도 검정결과, <Table 2>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각된 유희성의 평균분산추출

값(.82)이 지각된 유희성과 이용의도 간 상관관계 제

곱값(.87)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구성개념들 간 관

계에 대한 제약모델-비제약모델의 χ2 차이를 분석한 결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Vividness

The VR store was helpful in imagining the situation 
where I'm seeing the product while shopping

.79

.88 .70 .90

At the VR store, the shopping environment felt clear. .74 11.26***

The VR store was helpful in imagining the situation 
where I'm shopping

.86 13.53***

The VR store was helpful in visualizing the situation 
where I'm shopping

.86 13.48***

Interactivity

I feel like I'm participating in the VR store .82

.88 .77 .91VR store makes me concentrate .85 13.92***

VR store cause participation .86 14.11***

Fashion 
Involvement

I am very much involved in/with fashion .90

.90 .79 .92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84 15.31***

Fashion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86 15.64***

Perceived
Usefulness

It is useful .87

.92 .78 .93
It is helpful for shopping .88 17.20***

It can enhance shopping efficiency .86 16.51***

I can obtain information on shopping easily .81 14.77***

Perceived
Ease of Use

It is easy to use .78

.92 .78 .93
It is easy to understand .89 14.07***

It is easy to learn .88 13.77***

How to use it can be obtained easily .89 13.96***

Perceived
Playfulness

It is fun to utilize the service .91

.93 .82 .93It is enjoyable to utilize the service provided by the app .89 19.59***

It is pleasant to experience the service .92 21.31***

Usage
Intention

I will visit this VR store again .95

.96 .84 .96

I have an intention to shop at this VR store .93 26.28***

I have an intention to recommend this VR store to my 
friends

.91 24.24***

It there is an opportunity, I would like to use this VR 
store

.90 22.88***

***p<.001
t-values were not derived in the blank spaces as the non-standardized causality factor was set to 1.

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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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각된 유희성-

이용의도: Δχ2=3.86, df=1, p<.05) 판별타당성을 확인하

였다(Bagozzi & Phillips, 1982).

2. 가설 검정

VR 점포의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 및 상호작용성과 

소비자 개인 특성인 패션관여도가 VR 패션점포경험 

시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유희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하여 소비자의 VR 패션점포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 만족스럽게 나타났으며(χ2=522.68, df=255, p<.001; 

CMIN/DF=2.05, CFI=.95, NFI=.90, TLI=.94, RMSEA= 

.07), 이에 가설 검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VR 점포의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 및 상호작

용성이 소비자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생동감이 VR 패션점포의 

지각된 사용용이성(β=.73, p<.001)과 유희성(β=.27, p< 

.05)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2, 2-3

이 지지되었다. 생동감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β=.11, p=.33), 가설 2-1

은 기각되었다. 점포환경이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생생

하게 전달될수록 소비자들은 VR 패션점포가 이용하

기 쉽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이용과정에서 즐겁고 

유희적인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가상환경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VR 패션점포가 유용하다고 지각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VR 

점포가 매장 내 환경 전반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

달해 주기는 하나, 가격이나 사이즈와 같은 패션제품 

검토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는 미흡

하여 쇼핑채널로써의 유용성 지각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

(β=.45, p<.001), 지각된 유희성(β=.37, p<.001)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가설 3-1, 3-3이 지지되었다.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β=.09, p=.39) 가설 3-2가 

기각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VR 쇼핑몰 

이용경험이 없어 VR 쇼핑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

스템 활용 능숙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VR 점포의 인터

페이스가 이용하기 쉽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상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활동

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VR 패션점포경험

을 유용하고 즐거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소비자의 개

인 특성인 패션관여도는 지각된 유희성(β=.12, p<.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패션관여도가 높아 패션쇼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VR 패션점포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만, 가상점포의 유용성이나 사용용이성은 크게 느끼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설 4-3은 지지되었으나, 

Vividness Interactivity
Fashion 

Involvement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Playfulness

Usage
Intention

Vividness .70a

Interactivity .64b .77a

Fashion 
Involvement

.06b .03b .79a

Perceived
Usefulness

.63b .64b .02b .78a

Perceived
Ease of Use

.65b .46b .05b .65b .78a

Perceived
Playfulness

.55b .50b .09b .68b .45b .82a

Usage
Intention

.52b .51b .06b .66b .38b .87b .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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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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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4-2는 기각되었다.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

자들은 신기술을 이용한 패션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사용하기보다는 재

미있고 흥미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VR 패션쇼핑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AM의 기본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소비자의 VR 패션점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지각된 유희성의 효과를 함

께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사용용이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지각된 유용성(β=.43, p<.001) 또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으며, 지각된 사용용

이성이 지각된 유희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β=.19, p=.06). 소비

자의 신념이 VR 패션점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β=.25, p<.01)과 유희성(β
=.83, p<.001)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3, 1-5가 지지되었으며, VR 패션점포가 

유용하다고 지각하거나 사용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 

경우,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

각된 사용용이성은 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18, p<.05)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King and He(2006)는 TAM을 활용하여 수행된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연구결과

에 따르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

는 67개의 실험연구 중 8개의 연구에서 부적으로 나타

났으며 나머지 59개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

되지 않았다. King and He(2006)는 이러한 결과가 표본 

크기로 인한 한계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으며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부적인 관계의 유의도가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결론적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이용자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자의 행동의

도에 있어 더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나타낸다고 설명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VR 패션점

포가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더라도 패션쇼핑과 관련

된 유용성, 유희성과 같은 혜택이 지각되지 않으면 소

비자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이 VR 패

션점포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요인

이자 매개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정결과는 <Ta-

ble 3> 및 <Fig. 3>에 제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R의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 및 상

호작용성과 소비자 특성인 패션관여도가 패션 VR 점

포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신

Structural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Hypothesis testing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43 .09 4.90*** H1-1 (accept)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Playfulness .19 .13 1.89*** H1-2 (reject)

Perceived Usefulness ⟶ Usage Intention .25 .12 2.61*** H1-3 (accept)

Perceived Ease of Use ⟶ Usage Intention –.18 .11 –2.18*** H1-4 (reject)

Perceived Playfulness ⟶ Usage Intention .83 .07 11.74*** H1-5 (accept)

Vividness ⟶ Perceived Usefulness .11 .12 .98*** H2-1 (reject)

Vividness ⟶ Perceived Ease of Use .73 .12 6.00*** H2-2 (accept)

Vividness ⟶ Perceived Playfulness .27 .17 1.99*** H2-3 (accept)

Interactivity ⟶ Perceived Usefulness .45 .09 4.96*** H3-1 (accept)

Interactivity ⟶ Perceived Ease of Use .09 .10 .86*** H3-2 (reject)

Interactivity ⟶ Perceived Playfulness .37 .13 3.62*** H3-3 (accept)

Fashion Involvement ⟶ Perceived Usefulness .09 .04 –1.41*** H4-1 (reject)

Fashion Involvement ⟶ Perceived Ease of Use .04 .05 .81*** H4-2 (reject)

Fashion Involvement ⟶ Perceived Playfulness .12 .06 2.20*** H4-3 (accept)

*p<.05, **p<.01, ***p<.001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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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용에 대한 안정적인 모형인 TAM을 기본으로 

하여 유희성을 도입한 확장된 모형을 통해 선행변수

인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패션관여도와 변수

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VR 점포환경의 생동감이 높

아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생생하게 전달될수록 소비

자들은 VR 쇼핑이 이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VR 쇼

핑이 즐겁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VR 쇼핑에 대

한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용성 지각에 있어서 점포환경이 생생하게 느껴진

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VR 쇼핑이 유용하다고 느끼지

는 않았다. 또한 VR 점포환경의 상호작용성이 높아 소

비자들이 가상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VR 패션쇼핑경험이 유용

하고 즐겁다고 느끼며 VR 쇼핑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상환경과의 상

호작용성이 높다고 해서 VR 쇼핑이 이용하기 쉽다고 

지각하지는 않았다. 패션관여도가 높아 새로운 패션

제품이나 트렌디한 제품 쇼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VR 패션점포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가상

쇼핑 환경이 유용하거나 사용하기 쉽다고 지각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M의 기본 신념변수 검정

에서는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유용성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희성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은 이용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R 

쇼핑의 사용방법이 쉽다고 지각할수록 해당 서비스

가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VR 쇼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VR 쇼

핑사용이 쉽다고 해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용의도

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쇼핑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 경우에는 VR 쇼핑의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활용된 패션쇼핑채

널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VR 쇼핑의 

기술적 특성과 소비자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가상현실의 주요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과 상호작용

성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쇼핑채널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쇼핑환경이 제공하는 정보가 시각적으로 선명하

고 생생할수록 쇼핑채널 사용이 쉽고, 재미있다고 느

끼며 실제 쇼핑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이용

과정에서 VR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쇼핑에 직접 참여

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쇼핑채널이 유용하고 즐거우

Fig. 3.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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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제 VR 쇼핑을 해보고 싶어하였다. 새로운 기술

을 이용한 VR 패션쇼핑채널은 VR이라는 정보기술에 

패션이라는 컨텐츠를 접목한 것으로 신기술 수용에 

있어 기술적 특성과 소비자 특성의 역할이 모두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특성과 소비자 특성 

모두 새롭게 접해보는 기술인 만큼 재미와 흥미와 같

은 유희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하였으며, 소비자 신념 중 쇼핑과정을 통한 유희성이 

VR 점포의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정보기술 분야에 패션이 도입되고 있

고, 패션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신기술 수용에 기술적 

특성과 패션관여도의 역할을 살펴본 본 연구는 통합

적인 고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 패션의 빠르게 변하는 특성

이 더해져 그 변화의 폭과 속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상되며 그 가능성과 영향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VR 쇼핑채널을 자극물로 사용

하여 패션소비자의 이용의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기존의 VR 쇼핑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가상현실 쇼핑환경에서의 쇼

핑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VR 매장이 아닌 컴

퓨터그래픽을 활용한 가상의 VR 매장을 현실의 매장

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Han & 

An, 2019; Pizzi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실제 VR 점포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이 실제 쇼핑경

험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VR 쇼핑을 통해 지각하는 감

정과 행동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VR 쇼핑채널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수용에 있

어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패션관여도의 선행

변수로써의 역할을 확인하였고, 유희성이라는 하이

테크와 패션을 융합한 기술에 있어 필수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

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VR 쇼핑채널에 대

한 소비자 반응을 패션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

션은 대표적인 쾌락재 및 경험재로, 소비자들은 쇼핑

경험에서의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통해 쾌락적 쇼핑가치를 지각한다(Babin et al., 1994; 

Chitturi et al., 2008). VR의 기술적 특성과 소비자 특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요한 요인이 유희성임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패션리테일러들은 패션필름이나 VR 패션

쇼 등 오프라인 매장과 차별화될 수 있는 VR 기술활

용을 통해 쇼핑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즐거운 쇼핑경

험을 제공함으로써 VR 쇼핑이용자들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쇼핑환경이 선

명하고 생생하다고 해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각적 정보를 쉽게 이용하여 유용하

다고 지각하여야 쇼핑의도가 높아지므로 패션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쇼핑공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VR 쇼핑 이용의도가 높음을 인지하여 소비자들의 요

구에 맞춘 전략적 마케팅 제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을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VR과 같은 신기

술에 비교적 친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피험자 표집

을 통해 새로운 쇼핑채널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 

30대 소비자에 집중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구매력

이 높은 중장년층으로 표본의 범위를 넓힌다면 기술

수용에 대한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VR 쇼핑이 새로운 채널로의 

소개기에 있는 현시점에 실제 VR 쇼핑경험이 있는 연

구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실

제 VR 쇼핑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새로

운 의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상

용화되어 있는 VR 쇼핑매장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실제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

였다고는 하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3D VR 매장을 

체험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몰입도가 높은 

HMD(Head Mounted Displays)를 착용하고 좀 더 실재

감 있는 VR 쇼핑체험을 한 소비자들의 기술수용의 영

향을 확인하여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R 

점포체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모니터 크기 및 해

상도, 체험시간 등 조건의 통제가 면 하게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화면 

모드로 VR 점포를 체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체험시

간을 기록하여 주요 변수와 체험시간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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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에서는 특히 매체를 통해 매개된 환경을 경

험하는 경우 매체의 사양과 같은 체험환경이 이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피험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

구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에 패션이라는 컨텐츠를 융합한 기술을 수

용하는데 있어 패션관여도라는 소비자 내적 특성 외

에도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다른 소

비자 특성요인을 찾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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