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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신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비즈

니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

술은 2019년 글로벌 GDP 464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까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wC, 2019). 마케팅 관점에서 

VR과 AR은 소비자가 몰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보다 더욱 흥

미로운 고객 체험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Huh, 2020; 

Kim et al., 2017). 동시에 고객 조사, 상품에 따른 소비

자 반응과 쇼핑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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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dic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ce economy, perceived flow,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in the mixed reality (MR) environment. A virtual fitting mirror with two modes (i.e., avatar and 

self-image) was selected for this study. A total of 200 samples was obtained in two sample frames: virtual fitting

users in avatar mode (group 1, n = 119) and self-image mode (group 2, n = 81).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

rience economy consists of entertainment, education, esthetic, and escapism. The entertainment and esthetic 

experiences had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flow, leading to continuous use intentions. For avatar mode, the 

entertainment and esthetic experiences had positive effects on continuous use intention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flow; and the education exper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ous intentions to use the MR 

technology. For self-image mode, the flow mediated the effect of entertainment on continuous use intentions, 

whereas education and escapism directly affected the intention to use the MR technology. The paper also dis-

cusse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using MR technologies in fashion re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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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현실과 가상세계

를 넘나드는 디지털 리테일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전환하고 있다.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은 실제 환경의 사물

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가상의 환경에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로 제공되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형태의 차

세대 핵심기술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 적

용이 소비자 체험과 연관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Moon et al., 2017; Wedel 

et al., 2020). 무엇보다도 가상환경에서의 소비자 체험

은 실제 환경에 있다고 느끼는 현실감과는 다르다. 디

지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매개로 한 가상 이미

지 구현은 가상공간에서 현실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

는 원격현실감(telepresence)을 느끼게 함으로써 기존

과는 다른 더욱 새로운 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합성된 혼합현실 기

술의 핵심은 제품이나 정보 콘텐츠 품질을 가상에서 

이미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리테일 환경에서의 쇼핑 

체험을 더욱 흥미롭고 새롭게 확장시킬 수 있다(Flavi-

án et al., 2019; Pantano & Vannucci, 2019; Scholz & 

Duffy, 2018). 따라서,  리테일 기술 사용맥락에서 체험

경제 이론을 확대하고, 소비자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Aluri, 2017; Choi & Lee, 

2014; Jung et al., 2021; So & Kim, 2013; tom Dieck et 

al., 2018).

혼합현실 환경에서의 체험은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

를 통해서 사용자와의 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

문에 소비자의 몰입을 이끄는 플로우(flow)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는 VR 또는 AR 가상환경에서의 플로우 개념은 원격

현실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논의되면서 체험적 또는 

정보적 관점에서 플로우는 몰입을 유도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행동의도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Han et al., 2020; Hong & Han, 2020; 

Kang et al., 2020; Meißner et al., 2019; Wedel et al., 

2020). 이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리테일 환

경은 소비자 체험경제 원리와 가치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패

션분야에서는 혼합현실 기반 가상체험 서비스가 상용

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효성에 대한 불확

실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Park, 2019). 대부분 혼

합현실 기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기술 수용 

및 사용모델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Cho & 

Kim, 2019; Huang & Liao, 2015; Pantano et al., 2017; 

Rese et al., 2017). 따라서, 패션리테일 맥락에서 혼합

현실 기술에 의한 체험경제 가치를 살펴보고 장기적

으로 적용가능성과 유효성을 진단해 보는 것은 시기

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패션마케팅 관점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현

실과 합성된 가상 이미지로 구현되는 아바타의 시각

적 효과는 특히 패션제품에 대한 가상체험을 향상시

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Hwang & Shin, 

2013; Ju et al., 2020; Lee & Huh, 2014). 최근 연구에서

는 체험경제 관점에서 혼합현실의 가상 이미지 기능

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데, 실제적 자아를 투영한 가

상의 아바타 이미지는 즐거움 또는 오락과 같은 경험

을 통해 더욱 몰입하도록 체험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한다(Han et al., 2020; Kim, 2020; Merle et al.,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적 자아와 아바타 이미지

를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합

현실 기술에 의한 현실 또는 가상 이미지 사용모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사용자 관점에서 체험경제 

효과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현실 기술 맥락에서 Pine II and 

Gilmore(1998)의 체험경제 이론을 재조명하고, 가상피

팅미러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지각한 체험경제 요소, 

플로우, 지속사용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고, 가

상피팅 이미지 모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혼합현실 기반 리테일 환경에서 체험

경제 이론을 확대하고 향후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기

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마케팅 관점에

서 가상피팅모드에 따른 리테일 가상쇼핑의 차별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가상현실 환경을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배경

1. 혼합현실 기술

1) 혼합현실

혼합현실은 실제 환경의 사물에 가상으로 생성한 

시각적 그래픽이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Moon et al., 2017). 가상공

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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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가 모호하여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생성된 완전한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의미하는데(Wedel et al., 2020), 사

용자는 컴퓨터로 구현된 가상의 세계를 HMD(Head 

Mount Display)를 통해 현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체험

할 수 있는 기술이다(Pantano et al., 2017). 이에 비해 혼

합현실은 현실에 있는 대상이 가상의 디지털 이미지

나 정보와 합성되어 현실에서 가상의 콘텐츠로 확장

되는 기술이다(Azuma, 1997). 혼합현실 기술은 현실세

계의 정보를 없애거나 단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실시

간으로 현실에서 가상으로 어떤 대상을 투영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증강현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Azuma, 1997; 

Rese et al., 2017).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현

실이 완전한 100% 가상세계의 환경이라면(Pantano et 

al., 2017), 혼합현실은 실제와 가상세계가 연속선상에 

있는 증강현실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패션리테일 분야에서는 AR 또는 VR 기반 

혼합현실 기술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Johnson, 2018; 

Lee, 2018; McKinnon, 2020; Park, 2019). 이러한 혼합

현실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로는 실제 패션매장에서 가

상으로 제품을 착용해볼 수 있는 가상피팅미러의 형

태가 있다(Jeong, 2019; Lee, 2018). 예를 들면, 위드인

24(의류)와 라운즈(안경, 선글라스)는 실제 매장에 가

상피팅미러를 설치하여 실제로 입어보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3차원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다. 그 외 Zara, 

Nike, Gucci 등의 여러 패션브랜드는 AR 기반 쇼핑 어

시스턴트 모바일앱을 제공하여 가상으로 제품을 체험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Park, 2019). 이와 같

이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서비스 도입은 매장에서의 

새로운 체험을 창출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체험마

케팅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 가상피팅모드

최근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서비스는 자신의 신체 

정보를 기준으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실제 이미지’ 

또는 3차원의 새로운 가상의 ‘아바타 이미지’로 구현

이 모두 가능해지면서 현실과 가상의 자아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아바타를 활용한 온라인 가상착

의시스템은 제품의 이해를 돕고, 제품표현방식에 대

한 호감과 신뢰도를 높여줌으로써 구매행동을 촉진시

킬 수 있으며(Hwang & Shin, 2013), 실제 모델보다는 

자신과 닮은 아바타 사용 시 손실에 대한 회피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브랜드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다고 밝혔다(Lee & Huh, 2014).

더욱 최근에는 자신의 신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모습과 매우 유사한 가상의 아바타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

는데, 사용자가 아바타를 현실의 자아와 유사한 일치

감을 느끼게 되면 가상피팅 체험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Ju et al., 2020; Kim, 2020; Merle et al., 

2012). 예를 들면, Merle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피

팅모델과의 자아 일치감은 쾌락적 체험가치를 향상시

킨다고 밝혔고, 이와 유사하게 가상 이미지를 실제 자

신의 신체로 느끼는 바디 소유감(body ownership) 또

한 쇼핑의 즐거움과 실용적 가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밝혔다(Han et al., 2020; Huang & Liao, 

2017). 특히,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현실

에서의 체험은 현실의 자신을 보는 것 보다 자신 모습

을 투영한 이상적인 아바타로 변하는 과정에서 느끼

는 자아 일치감(self-congruity)으로 인해 현실로부터

의 일상 탈출을 경험하게 하며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

다(Huang & Liao, 2017; Kim, 2020).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바타 이미지의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아바타 이미지는 

오락적 또는 현실도피의 체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몰입을 이끄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아직까

지 실제적 자아 이미지와 가상의 아바타 이미지 효과

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시 자아 이미지와 아바타 이

Virtual 

Environment
Real 

Environment

Reality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Mixed Reality

Fig. 1. The reality – virtuality continuum. 

Adapted from Milgram and Kishino (1994). p.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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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사용모드에 따라 사용자가 지각한 체험경제와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2. 혼합현실 기술과 체험경제

최근 리테일 환경에서의 AR, VR 기술 도입은 마케

팅 분야에서 체험경제 가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Pine II and Gilmore(1998)가 제시한 체험경제(ex-

perience economy) 이론은 시장경쟁에서 제품이 더 이

상 차별화되기 어렵게 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더욱 차별화된 가

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독특한 체험단

계로 점점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험

경제는 몰입 또는 참여 수준에 따라 오락, 학습, 심미, 

현실도피의 다차원적 구성요소로 분류되고 있다. 오

락(entertainment)은 즐겁고 유쾌한 놀이와 같은 감성

적 체험으로(So & Kim, 2013), 수동적인 참여를 유도

하지만 깊이 빠져들게 하는 차원이다. 학습(education)

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으로 가상현실 기술 사용 시 체험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다(Tom Dieck & Han, 2021). 심미(esthe-

tic)는 환경이나 대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체

험으로 상당히 높은 몰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다른 체

험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Sung, 2021; 

tom Dieck et al., 2018). 현실도피(escapism)는 일상으

로부터 탈출하거나 새로운 다른 세계로 벗어나는 차

원의 체험으로 몰입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끈다. 특히 

VR 또는 AR의 몰입형 기술 사용은 원격현실감으로 

인한 현실도피 체험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Gaberli, 

2019; Jung et al., 2016; Jung et al., 2021).

체험경제의 핵심은 소비자 기억에 남는 독특한 경

험을 창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연구들은 

체험경제 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혼합현실(AR 또

는 VR) 사용맥락에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Buonincon-

tri & Marasco, 2017; Gaberli, 2019; Jung et al., 2016; 

Jung et al., 2020; tom Dieck et al., 2018). 예를 들면, 관

광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VR 또는 AR 기반 스마

트 기술 맥락에서 다차원적인 체험경제의 이론적 틀

을 제안한 Buonincontri and Marasco(2017)는 문화 체

험에서의 VR 사용은 심미 체험과 현실도피 체험을 강

화하고, 모바일 기반 AR 사용은 오락과 학습 체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뮤지엄을 대상으로 

한 Jung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VR과 AR의 혼합

현실 기술이 갖는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 체

험경제를 증가시키며, 특히 학습과 오락 체험이 전반

적인 관광 체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

다. 또 다른 Jung et al.(2020)의 AR 기반 관광앱(서울 

덕수궁, 아일랜드의 Post Museum)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학습과 심미 체험이 지각된 가치를 증가시

키며, Lee and Kim(2018)은 스마트 관광의 오락, 일탈

적, 심미 체험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했

다. 이와 같이, 기술 사용으로 향상된 체험경제는 소비

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재이용

의도, 재방문의도, 또는 구매행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Jung et al., 2021; Sadachar & 

Fiore, 2018; So & Kim, 2013; Zhang et al., 2021).

한편, 패션분야에서 기술 사용과 관련된 체험경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증강 또는 가상현실을 활

용한 쇼핑 환경에 있어서 오락과 심미 체험을 강조하

고 있다. 증강현실이 적용된 VM 사례를 초점으로 한 

Choi and Lee(2014)의 연구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합성

을 가장 많이 이용하여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오락, 

교육, 미적, 현실도피 체험유형의 순으로 적용되고 있

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So and Kim(2013)의 연구에서

는 증강현실 패션어플리케이션(STCO, StyleiD) 사용 

시 소비자가 경험하는 4가지 체험경제의 하위 차원을 

밝히고, 이 중 엔터테인먼트와 미적 체험이 쇼핑 즐거

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antano et al. 

(2017)은 선글라스 AR 스마트 미러의 가상피팅 체험 시 

심미적 품질이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Jang et al.(2019)은 나이키 브랜드를 

대상으로 VR 스토어의 원격현전감은 체험적 쇼핑 가

치를 높임으로써 접근행동을 이끈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맥락에 따라 분야별 체험요소의 상대적 영

향력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패션리테일 환

경에서 혼합현실 기술 도입은 상품과 서비스 이상의 

학습, 오락, 현실도피, 심미의 다양한 체험가치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플로우 효과

혼합현실의 가상공간에서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

낄 수 있는 원격현실감은 사용자를 더욱 몰입하게 하



혼합현실 기술 사용자 체험이 플로우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 911 –

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체로 한 체험 과정에

서 플로우 지각은 매우 중요하다(Han et al., 2020; Hong 

& Han, 2020; Lee & Kim, 2018; Nah et al., 2011; Yim et 

al., 2017). 심리학적으로 플로우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하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Csikszentmihalyi, 2014). 일반적으로 플로우는 

즐거움(enjoyment), 호기심(curiosity). 집중(concentra-

tion),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등의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Han et al., 2020; Ho-

ssain et al., 2018; Nah et al., 2011).

마케팅 관점에서 플로우의 핵심은 소비자가 어떤 활

동에 완전히 집중 또는 몰입한다는 것으로(Hoffman 

& Novak, 2009), 특히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기술 사용

맥락에서는 새롭고 생생한 체험이 더욱 플로우와 밀

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Seo and Park(2013)에 의하

면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체험은 소비자가 지

각한 실재감과 동시에 플로우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Barhorst et al.(2021)은 AR 쇼핑의 

상호작용성, 생생함, 새로움으로 인해 플로우 체험이 

쇼핑의 만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Yim et al. 

(2017)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웹-기반 상품 제시

보다 AR-기반 상품 제시할 경우 미디어 특성의 상호

작용성과 생생함이 몰입 수준을 더 높임으로써 매체

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고 밝

혔다. 이와 같이 플로우는 상호작용성이 강한 혼합현

실 기술 사용맥락에서 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플로우 상태는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으나 현재의 

경험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최적의 경험을 하고 있다

고 지각할 때 발생할 수 있다(Lee & Huh, 2014). 특히,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환경에서 플로우의 개념은 본질

적으로 즐겁고 호의적인 경험으로써 소비자의 지속적

인 사용, 구매행동에 이끄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다(Han & An, 2019; Hossain et al., 2018; We-

del et al., 2020). 플로우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tom Dieck et al.(2018)은 학습적, 오락적 체

험에 대한 만족이 방문자의 인게이지먼트를 향상시키

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촉진시킴으로써 방

문자의 몰입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논의하였

다. Farah et al.(2019)의 질적 연구에서는 쇼핑 과정에

서 가상현실 기술의 핵심은 오락과 인게이지먼트 체

험에 있으며 소비자의 몰입과 접근을 이끄는 플로우 

효과를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하여 논의하였다.

패션분야에서 혼합현실에서의 플로우 효과와 관련

된 연구를 살펴보면, VR 및 AR 쇼핑 체험 시 플로우는 

쇼핑 가치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향후 체험의사 및 구

매의사까지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

(Han & An, 2019; Hong & Han, 2020). 또한, 온라인 패

션브랜드 가상피팅서비스 연구에서는 플로우가 높을

수록 재방문의도를 이끈다고 밝혔다(Lee & Huh, 2014). 

아직까지 플로우의 개념은 다양한 견해로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상과 현실의 혼합현실에서 

새로운 체험 특히 현실도피 또는 오락적 체험은 더욱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플로우 효과를 유발할 수 있

으며,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이끄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혼합현실 기반 환경에서 체험경제 이론

을 재조명하고, 가상피팅미러 사용시 체험경제, 지각

된 플로우와 재사용의도와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사용 시 지각

된 체험경제 요소를 밝힌다.

연구문제 2.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사용 시 체험

경제 요소가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가상피팅모드(아바타/자기 이

미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3.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모드(아바타/

자기 이미지)에 따른 체험경제, 플로우, 

지속사용의도의 인과적 경로모델을 밝

힌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국내 패션매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례를 근거로 가상피팅솔루션(FX

미러)을 선정하였다. 이 가상피팅솔루션은 혁신적인 

증강현실기술 기반 3D 가상피팅시스템으로 빠른 시

간 안에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입어 볼 수 있는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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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스크린을 직접 터치하지 않

아도 일정 거리에서 손동작으로 메뉴를 터치하여 다

양한 상품 아이템을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쇼핑 체험 기능을 제공하는 3차원 가

상피팅시스템이다.

아직까지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사용 경험자가 거

의 없으므로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상피

팅미러를 실험실에 설치하여 피험자가 직접 체험하도

록 설계하였다. 가상피팅미러는 실제 자기 이미지와 

가상의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하는 두 가지 가상피팅 

기능을 갖고 있다(Fig. 2). 자기 이미지 피팅모드를 사

용할 경우, 미러 앞에 선 자신의 신체를 자동으로 인식

하고 스캔하여 사용자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

여줌으로써, 3D 가상으로 옷을 착용하고 실제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한편, 아

바타 사용모드는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을 닮은 가상의 아바타 이미지를 생성해주며, 피

부색, 헤어스타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체형

에 따라 사이즈 추천, 맞음새, 360도 회전 기능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3.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미러에 대한 사

용 체험을 측정하기 위해 체험경제 이론을 근거로 선

행연구(Huang et al., 2019; Jung et al., 2020; Sadachar 

& Fiore, 2018; tom Dieck et al., 2018)에서 개발된 오락

(5문항), 심미(3항목), 학습(4항목), 현실도피(4항목)

의 주요 차원을 혼합현실 기반 가상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지각된 플로우는 체험하는 동

안 몰입 또는 집중을 느끼는 정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상피팅을 하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

다”, “가상피팅을 사용하는 동안 완전히 매료되었다

고 느꼈다”, “가상피팅을 하는 동안 방해하는 주변상

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Han et al., 2020; Hossain et al., 2018).

또한, 지속사용의도의 측정 문항은 “앞으로 가상피

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해보고 싶다”, “쇼핑 시 

가상피팅서비스를 더욱 사용해보고 싶다”, “쇼핑 시 

가상피팅서비스를 계속 사용해보고 싶다”의 3문항으

로 구성하였다(Hong & Han, 2020; Huang et al., 2019). 

모든 항목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와 가상피팅미러 

사용경험 여부를 부가적으로 포함시켰다.

 

4. 표본 및 자료수집 

최근 디지털 기기와 성장한 MZ세대(1980~2000년

생)는 가상공간 소통이 익숙한 소비층으로 향후 현실

을 초월한 가상의 메타버스 산업의 주 고객층으로 부

상하고 있다(Byun, 2021; Lee, 2021). 특히 패션제품 가

상체험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20~30대를 디지털 기술

을 접목한 패션리테일 시장의 주력 소비층으로 보고 

있다(Han, 2021).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신기술 사

(a) Virtual fitting with self-image mode

        

(b) Virtual fitting with avatar mode

Fig. 2. Two modes of virtual fitting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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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민감한 19~30대 남녀 소비자로 구성하고, 모바

일로 모집공고를 낸 후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를 무작위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피험자는 지정

된 실험실에 방문하여 실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를 받은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최종 200명의 신청자 

중 체험하고 싶은 가상피팅 사용모드를 자유 선택하

도록 하여, 두 그룹(그룹1: 아바타 모드, 그룹2: 자기 이

미지 모드)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그룹1=119명, 그

룹2=81명). 피험자는 주어진 쇼핑 시나리오에 따라 패

션매장에 설치된 가상피팅미러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

정하고, 10분 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옷을 가상으로 착

용해본 후,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하여 최종 구매

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체험을 마친 후, 주어

진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실제 가상피팅 체험과 설문

에 응답하는데 약 20~30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참여 

사례비 1만 원(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은 19~34세 범위에 있으며(평균연령 22.4세), 여성이 

65.5%로 남성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대학생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87.0%). 또한, 전체 표본의 89.5%

가 전에 가상피팅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상피팅모드에 따른 성별(χ2=.08, p=.44), 학

력(χ2=2.56, p=.46), 사용경험 여부(χ2=.05, p=.49) 분포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비교 시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인한 오차는 적을 것으

로 판단된다.

 

IV. 결과및고찰

1. 혼합현실 환경에서의 체험경제 요소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미러 사용자 관점에서 체험

경제의 하위 차원을 밝히기 위해 배리맥스회전에 의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체험경제의 16항

목에 대해 요인부하량 .50 이하의 2개 항목을 제외하

고 재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

은 .56~.85 범위에 있으며, 총 분산의 80.87%를 설명하

고 있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값은 .83~.94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임으로써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체험경제의 4개 요인구조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현

실 환경에서 지각된 체험경제는 “오락”, “학습”, “심

미”, “현실도피”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체험경

제의 4개 요인구조에 대한 χ2값은 92.88이며(df=59, 

Factors and Items
Factor Loadings 

(t-value)
CR AVE

Entertainment (α = .94) .96 .83

All of the activity during this virtual experience was amusing to me. 

This experience was entertaining.

This experience was fun. 

This experience was captivating to me.

I really enjoyed this experience.

.91 (26.63)

.86 (34.78)

.95 (68.28)

.92 (54.99)

.95 (76.39)

Education (α = .88) .90 .76

I learned a lot for shopping during this experience.

This experience made me more knowledgeable.  

It was a real learning experience. 

.91 (36.01)

.91 (21.56)

.79 (21.16)

Escapism (α = .84) .86 .68

I felt like I played a different character during this experience. 

This experience let me imagine to have become someone else. 

I completed escaped from reality during this experience. 

.89 (21.98)

.88 (19.03)

.72 (12.49)

Esthetic (α = .83) .86 .76

The virtual setting of shopping was very attractive.

I felt the virtual space had a real sense of harmony. 

.90 (43.68)

.85 (16.71)

Goodness of Fit Statistics: χ2 = 92.88, df = 59, p = .003; RMSEA = .05; CFI = .98, GFI = .88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experien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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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3, χ2/df=1.57), 다른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한 

범위에 있었다(CFI=.99, GFI=.88, RMSEA=.05). 요인

별 요인부하량은 .70 이상(.72~.95)으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각 요인의 개념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 CR)는 .86 이상이며, AVE값은 .69~ 

.84의 범위에 있고,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체험경제 요인별 기술통계치를 산출한 결과, 전반

적으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혼합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피팅미러에서의 체험경제는 

오락 체험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M=5.59), 

그 다음은 심미 체험(M=5.22)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관점에서 가상피팅모드(아바타, 자기 이미지)

에 따른 지각된 체험경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제 자기 이미지를 사용한 집단

에 비해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한 집단에서 오락, 학습, 

심미 요인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AR과 

VR맥락에서 오락과 학습 및 심미 체험가치를 강조한 선

행연구들의 관점을 지지하며(Jung et al., 2016; Jung et 

al., 2020; Pantano et al., 2017), 특히, 혼합현실 기반 가

상피팅 환경에서는 자신을 투영한 아바타의 시각적 효

과와 이미지 일치의 심리적 기제(Huang & Liao, 2017; 

Kim, 2020; Merle et al., 2012)로 인한 더 새로운 체험가

치를 확대하는데 효과적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도피 체험은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였고, 가상피팅

모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한 100% 가상현실 공간이 아닌 현실세계

에서 미러 형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상피팅

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가상피팅모드를 사용하든 완

전히 현실에서 벗어났다고 느끼기 어려운데 기인했다

고 본다.

2. 체험경제 요소가 지각된 플로우에 미치는 효과 

먼저,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모드(아바타, 자기 이

미지)에 따른 두 집단의 지각된 플로우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표본을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플로우의 평균 

차이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기 이

미지를 사용한 집단에 비해 아바타 모드를 사용한 집

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G1=5.69, MG2=5.37, t=1.82, 

p=.07).

전반적으로 체험경제 요소가 플로우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본에 대해 지각된 플로우

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험

경제 요인 중 오락(β=.62, t=9.85, p<.001)과 심미(β=.23, 

t=3.34, p<.01) 체험이 플로우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

였다(F=107.92, p<.001, adjusted R2=.68). 또한 체험경

제 요소가 플로우에 미치는 효과를 가상피팅모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분리하여 분할

표본회귀분석(Split-sam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바타 모드를 사용

한 그룹1의 경우, 오락과 심미 체험이 플로우에 유의

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자기 이미지 모드

를 사용한 그룹2의 경우 오락 체험만이 플로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바타 또는 자기 이미지 사용

에 관계없이 체험경제의 오락적 요인은 높은 회귀계

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오락적 체험과 플로우

의 관계성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며(Farah et al., 

2019; tom Dieck et al., 2018), 혼합현실 기반 가상체험

의 오락적 즐거움은 더욱 집중하고 빠져들 수 있도록 

플로우를 이끄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상피팅 시 아바타 모드를 사용한 그룹에

Experience 

Economy

Mean (S.D.)

t (Sig.)Total

(n = 200)

Avatar

(n = 119)

Self Image

(n = 81)

Entertainment 5.79 (1.08) 5.95 (1.04) 5.55 (1.11) 2.54 ( .012)*

Education 4.95 (1.22) 5.15 (1.20) 4.65 (1.21) 2.83 ( .005)**

Escapism 4.28 (1.53) 4.34 (1.51) 4.20 (1.55)  .63 ( .527)

Esthetics 5.22 (1.19) 5.35 (1.21) 5.01 (1.15) 1.98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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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fference in experience economy between avatar and self imag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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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심미 체험만이 플로우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

였다. 이는 혼합현실 환경에서 아바타 가상피팅모드

의 시각적 효과에 의한 감각적인 심미 체험은 완전히 

매료되어 더욱 빠져들게 하는 플로우 효과를 증폭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체험경제, 플로우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모델

가상피팅모드에 따른 체험경제 요소, 플로우가 지

속사용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체험경제 

4개 요인을 독립변인(X1~X4)으로, 플로우(Y1)를 매

개로 지속사용의도(Y2)를 종속변인으로 구성하고, 

두 그룹을 각각 분리하여 상관계수 매트릭스를 이용

하여 단계적으로 경로모델을 추정하였다.

1) 아바타 모드 사용 시 경로모델

아바타 모드를 사용한 경로모델을 분석한 결과, 체

험경제 요인 중 오락과 심미 요인이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며, 플로우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

였다. 추정된 모델의 χ2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χ2=17.61, df=4, p=.00147), 학습 체험이 지속적 사

용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γ24: 교육체험→지속사용

의도)에서 최대수정지수가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이 경로를 추가한 수정모델을 다시 추정한 결과, χ2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χ2(1)=14.24, 

df=1, p<.001), 모델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GFI=.99, RMR=.02, NFI=.99) 수정된 모델을 수용하

였다(Table 4).

구체적으로 아바타 모드를 사용한 그룹1의 경로모

델을 살펴보면, <Table 5>와  <Fig. 3>에 제시된 바와 

Models
Goodness of Fit Statistics χ2 Difference Test

χ2 (df) χ2/df GFI RMR Model   Comparison χd
2 (df)

Group 1. Avatar

M1 17.61 (4)** 4.25 .95 .06

M2: free to γ24   3.37 (3) 1.12 .99 .02 M1-M2 14.24 (1)***

Group 2. Self Image 

M1 47.87 (4)*** 11.96 .88 .10

M2: free to γ24 12.97 (3)**   4.32 .95 .03 M1-M2 34.90 (1)***

M3: free to γ23   6.31 (2)*   3.15 .98 .02 M2-M3 6.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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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hi-square difference testing for modification of path models

Dependent Variable : Perceived Flow 

B SE Beta t Sig.

Group 1: Avatar

Entertainment .60 .08      .57*** 6.94 .000

Education .03 .06 .03 .46 .643

Escapism .00 .04 .00 .05 .955

Esthetics .25 .08     .28** 3.20 .002

Group 2: Self image

Entertainment .80 .11      .68*** 6.75 .000

Education ‒.04 .10 ‒.03 ‒.40 .685

Escapism .04 .07 .04 .54 .585

Esthetics .19 .12 .17 1.5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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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Split-sample regressions for perceived flow by experience economy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5, 2021

– 916 –

같이, 체험경제 요소 중 오락(γ11=.57, p<.001)과 심미

(γ13=.28, p<.01)체험이 플로우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이며, 플로우는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적효과

를 보였다(β21=.54, p<.001). 특히 오락 체험이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학습 체험은 플로우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γ24=.30, p<.001). 이는 혼합현실 환경

에서 아바타 모드를 사용할 경우 오락적, 심미적, 학습

적 체험이 지속사용의도가 증가하며, 특히 아바타 이

미지는 오락과 심미 체험이 플로우를 이끌어 지속사

용의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함축하고 있다.

 

2) 자기 이미지 모드 사용 시 경로모델

자기 이미지를 사용한 그룹2의 경로모델을 분석한 

결과, 체험경제 요인 중 오락만이 플로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사용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델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χ2= 

47.87, df=4, p=.000; GFI=.88, RMR=.10), 최대수정지

수를 검토한 후, 학습과 현실도피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의 두 경로를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모

델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델의 χ2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모델 적합도(GFI=.98, RMR= 

.02, NFI=.99)가 향상되어 수정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Table 4).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체험 시 자기 이미지를 사

용한 그룹2의 경로모델은 <Table 5>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험경제 중 오

락만이 플로우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였고(γ11=.68, 

Model   Parameters
Path Coefficient (t)

Group 1: Avatar Group 2: Self Image

γ11: Entertainment→Flow .57 (6.92)***   .68 (7.14)***

γ12: Escapism→Flow .00 (  .06)   .05 (  .58)

γ13: Esthetic→Flow .28 (3.19)**   .17 (1.65)

γ14: Education→Flow .03 (  .46) ‒.04 (‒.43)

β21: Flow→Continuous Intentions to Use .54 (7.22)***   .38 (4.88)***

γ24: Education→Continuous Intentions to Use .30 (4.02)***   .38 (4.70)***

γ23: Escapism→Continuous Intentions to Use -   .22 (2.73)**

Goodness of Fit Statistics

Chi-Square (df) 3.37 (3) 6.31 (2)

p .33 .04

RMR .02 .02

GFI .9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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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tainment (X1)

Escapism (X2)

Esthetic (X3)

Education (X4)

Flow (Y1)

Intentions to Use 
(Y2)

.57***

.00

.28**

.03

.3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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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Path model of continuous use intentions for the virtual fitting with avatar mode.

Table 5. Path models estimation for predicting continuous us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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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플로우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21=.38, p<.001). 반면, 다른 체험경제 요인은 플

로우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학습(γ24=.38, 

p<.001)과 현실도피(γ23=.22, p<.01)가 지속사용의도

에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실제 자기 이미지를 사용하는 가상환경에서는 오

락 체험과 지속사용의도 사이에서는 플로우의 매개효

과가 있는 반면, 학습과 현실도피는 지속사용의도에 

직접 효과를 보임으로써 체험경제가 지속사용의도를 

촉진시키는데 플로우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나타

냈다.

 

3) 총효과와 간접 효과

가상피팅모드에 따른 최종 수정된 경로모델의 전

반적인 경로계수와 모델 적합도는 <Table 5>에 제시

하였다. 또한, 가상피팅모드에 따른 체험경제가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 및 간접 효과는 <Table 6>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체험경제와 관련하

여 지속적 사용의도를 예측하는데 학습의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며, 다음은 오락의 총효과가 상

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모델을 비교해볼 때 가상피팅모드에 따라 부분

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두 모델은 모두 

오락과 학습 체험효과에 공통점을 보이는데, 자기 이

미지와 아바타 이미지에 상관없이 가상피팅 시 오락 

체험은 플로우를 매개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매개효과(오락→플로우→지속사용의도)와 학습 

체험이 플로우를 매개하지 않고 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직접 효과(학습→지속사용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심미와 현실도피의 체험경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아바타 모드를 사용한 경

로모델에서는 심미 체험이 플로우를 매개로 지속사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간접 효과(indirect=.15, p<.01)가 

나타난 반면, 자기 이미지를 사용한 경로모델에서는 

현실도피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direct 

effect=.38, p<.001)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의 아

바타를 실제 신체처럼 느끼는 감각적 또는 미적 체험

은 플로우 효과를 일으켜 지속사용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실제 자기 이미

지 사용 시 심리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난 또다른 상상

의 현실도피적 체험이 지속적인 사용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s

Group 1: Avatar Group 2: Self Image

Total Effect (t) Direct (t) Indirect (t) Total Effect (t)   Direct (t) Indirect (t)

Entertainment .31 (5.00)*** - .31 (5.00)*** .26 (4.03)*** - .26 (4.03)***

Escapism .00 (  .06) - .00 (  .06) .24 (2.79)** .22 (2.73)** .02 (  .57)

Esthetic .15 (2.92)** - .15 (2.92) .07 (1.56) - .07 (1.56)

Education .32 (3.84)*** .30 (4.02)*** .02 (  .46) .36 (4.13)*** .38 (4.70)*** ‒.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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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otal and indirect effects for explaining continuous use intentions

Entertainment (X1)

Escapism (X2)

Esthetic (X3)

Education (X4)

Flow (Y1)

Intentions to 
Use (Y2)

.68***

.05

.17

-.04

.38***

.3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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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Path model of continuous use intentions for virtual fitting with self imag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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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혼합현실 기반 가상환경에서 Pine II and 

Gilmore(1998)의 체험경제 이론을 재조명하고, 가상

피팅 사용맥락에서 체험경제, 지각된 플로우, 지속사

용의도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에서는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시 체험경제 

요소는 오락, 학습, 심미, 현실도피의 4개 차원으로 구

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혼합현실 리테일 환경에

서 체험경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Jung et al., 2016; 

Jung et al., 2020; Pantano et al., 2017; Sadachar & Fiore, 

2018; So & Kim, 2013). 특히, 오락, 심미, 학습 측면에

서 체험경제는 플로우와 사용의도를 이끄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디바이스를 매

개로 현실과 가상공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혼합현실 

기술은 플로우의 개념을 통합하여 체험경제 이론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상피팅모드(아바타, 자아 이미

지)에 따른 체험요소의 차이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속

사용의도를 이끌 수 있는 리테일 관리 전략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혼합현실의 가상환경에서 “오락적” 체험은 전반적

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플로우에 큰 영향력

을 나타내어 높은 몰입 수준으로 능동적인 체험을 유

도하는데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플로우가 지각된 즐거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쾌락적 관점을 지지한다(Hossain et al., 2018; Nah et 

al., 2011; Seo & Park, 2013; tom Dieck et al., 2018). 또

한 패션상품과 오락적 체험 서비스를 동시에 판매하

는 기존의 물리적 매장과 혼합현실 기반 가상공간의 

통합적 리테일 전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점포와 같이 고객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감

각적 가상환경의 원격현실감을 강화하고, 피팅 과정

에서 인터랙티브한 쇼핑 게임, 오락적 콘텐츠를 개발

하여 소비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가상

피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혼합현실 기술 사용자 체험에 있어서, 오락 체험과 

달리 학습체험은 플로우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혼합

현실 기반 가상피팅서비스에 대한 지속사용의도를 증

가시키는 결정적인 체험경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교육적 요소가 행동에 몰입되기 보다는 능

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Pine II and Gilmore 

(1998)의 체험경제 이론이 혼합현실 기술 사용맥락에

서도 지지하고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디지털 디바이

스를 매개로 쇼핑에 필요한 가상의 정보 콘텐츠(트

렌디 상품 소개, 코디네이션 컨설팅, 고객 맞춤형 사

이즈 제안, 피팅 평가 등)를 제공하여 고객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무언가 학습했다는 점에서 체험경

제 가치의 실용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Hong & Han, 

2020; Wedel et al., 2020). 따라서, 매장 내 가상피팅 디

바이스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홍보하고, POP광고 및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체험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고객 맞춤형 데이터마이닝 및 분석이 가능해짐

으로써 신규 고객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 관리에 필

요한 가상피팅솔루션을 전략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아바타와 자기 이미지 사용의 가상피팅모드

와 관련하여, 심미와 현실도피 체험에서 플로우 효과

에 차이점이 나타났다. 아바타 가상피팅 시 심미 체험

이 플로우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사용의도를 이끄는

데 반해 실제 자기 이미지로 가상피팅 시 현실도피 체

험이 직접 지속사용의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

는 혼합현실 기술의 증강감에 의한 현실과 가상의 바

디 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패션제품에 있어서 아바타 기능은 실제와 가상

의 일체감을 높여줌으로써(Huang & Liao, 2017; Kim, 

2020) 심미적 체험이 긍정적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면, 바디 이미지, 헤어스타일, 피부색, 배

경음악, 움직임 등의 그래픽 품질(Kang et al., 2020)과 

감각적인 자극요소를 강화하여 가상피팅 체험이 기억

에 강하게 남고 사용자가 매료되어 더욱 빠져들 수 있

도록 가상피팅 환경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혼합현실 기반 가상피팅 체험 시 현실도피의 체험 

수준은 다른 체험요소에 비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

나, 흥미롭게도 실제 자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

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가상의 다른 세계에 와 있

다는 현실도피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상공간에서 원격

실재감의 최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동시에 자기 이미지 모드 사용은 사회심리적 측면

에서 신체 존중감(body esteem)이나 신체 만족도와 관

련될 수 있으므로(Kim, 2020; Merle et al., 2012), 혼합

현실 기술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상피팅미러

에 투영되어 보여지는 자신의 착장 이미지에 대한 부

정적인 지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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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합기술 사용맥락에서 실제 고객층과 

유사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험경제의 가치를 탐색함

으로써 패션리테일 기술의 적용가능성과 유효성을 제

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매장에서 가상피

팅미러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

험실 환경에서의 체험으로 제한하였고, 코로나로 인

해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

서는 실제 매장환경에서의 사용자 체험과 플로우의 

관계모델에서 사회심리적 특성(기술 민감도, 호기심, 

자아 일치감)에 따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특히, 쇼핑 맥락에서 혼합현실의 핵심기술을 탐색

하여 증강감, 원격현실감, 생생함, 상호작용성 등 다차

원적인 기술 속성의 측정 항목을 개발하고, 혼합현실 

기술 속성을 고려하여 체험경제 모델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 혁신의 급격한 진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현실의 쇼핑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 유형에 

따른 정보처리모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실과 가상

의 통합적 접근의 체험마케팅 이론을 확대하는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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