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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상융합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웹 공간을 확장시

켜 현실 세계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환경을 만들었다. 메타버스(Metaver-

se)는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일상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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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verse is a digitally generated world beyond the physical realm; many fashion brands are launching vir-

tual stores in Metaverse. This study explores the cases of flagship stores of fashion brands in Metaverse to un-

derstand the peculiarity of Metaverse retailing. This study selected four flagship stores of fashion brands laun-

ched on ZEPETO, the largest Metaverse platform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retailing used for

case analysis were store (store credibility, servicescape, ease of use), product (content, demos, incentives), so-

cial factor (store personnel, store customers), and entertainment (events, games, free gifts). The results illustrate

that a transaction system linked to reality could not be establish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it was difficult to

obtain specific product information, such as the color, size, and fabric. However, all four fashion brands over-

whelmed the traditional retail channels in terms of providing various spatial experiences by operating their vir-

tual stores in global cities related to the heritage and identity of each brand. Furthermore, fashion brands can 

convey a sense of deviation and fantasy to consumers by delivering unique entertainment activities in Meta-

verse that they cannot easily provide in re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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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3차원의 가상세계’로(Ko et 

al., 2021), 공간의 웹(spatial web)을 대표할 수 있는 차

세대 웹으로 주목받고 있다(Cook et al., 2020). Ko et 

al.(2021)은 메타버스가 급부상한 이유에 대해 5G로 

대표되는 IT 기술의 진보와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 증

가, MZ세대 등장으로 인한 문화소비 형태의 변화, 그

리고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소비 콘텐츠의 다변화

라는 네 가지 배경 원인을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과 함

께 등장한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그 영역

을 확장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패션산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

되어 중요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새로운 커뮤니케

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루이비통(Louis Vuit-

ton), 구찌(Gucci)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나이

키(Nike), 컨버스(Converse)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상품 개

발에 힘쓰고 있다(Park, 2021). 구찌는 최근 동대문디

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전시회를 오프라인과 메

타버스 환경에서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

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 가상(vir-

tual)의 전시공간을 운영하였다. 이용자들은 가상공

간에서도 실제와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경험할 수 있

고 가상컬렉션으로 구현된 아이템들을 착용 및 구매

할 수 있다.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메타버스를 통

해 2022 S/S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가상모델들이 시즌 

아이템을 착장하고 런웨이를 걷는 새로운 방식의 패

션쇼를 보여주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도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에 가

상의 놀이공간 나이키 랜드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아바타에 나이키 신발과 의류를 입어보고 다른 이용

자들과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B. B. 

Kim, 2021).

이처럼 메타버스는 패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메타

버스를 주제로 한 초창기 연구는 가상현실 게임인 세

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Gadalla et al., 2013) 현실 세계와 연계된 형태의 활동

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체험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고

(Choi & Suh, 2008) 메타버스보다는 가상세계라는 용

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메타버스 

연구는 2021년 이후부터 수행되고 있으나, 패션 브랜

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Lee & Lim, 2021; Park, 2021), 

메타버스 내 브랜드 경험(Choi & Pyun, 2021), 아바타 

착용 패션제품 디자인(Park & Kim, 2021)과 같이 패션 

브랜드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적인 경험

을 기대하고 새로운 소비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

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리테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

비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은 소비자에

게 새로운 혜택과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진화

된 리테일 형태로 간주된다(Hassouneh & Brengman, 

2015). 메타버스의 활용은 전통적인 쇼핑 채널의 한계

를 넘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리테일 채널이자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여 현

재 메타버스 세계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 공간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 리테일 관점에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션산업에서 메타버스의 활

용 및 리테일 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메

타버스 리테일의 특성에 대한 분석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리테일의 특성 차원을 바탕으로 메타

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운영되고 있는 패션 브랜

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사례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리테일 플랫폼으로 부

상하는 만큼 소비자의 패션 쇼핑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가상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리테일 활용 사례를 심도 있게 파

악함으로써 진보된 패션 리테일 공간이자 새로운 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메타버스 리테일의 전략적 활

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이론적배경

1. 패션산업에서 메타버스 리테일의 활용

리테일은 상품의 판매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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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ICT의 발달 및 스마트 소비의 확산으로 소매 유

통 채널이 다각화됨에 따라 각 채널은 서로 다른 특징

들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Kim & 

Lee, 2017). Papagiannidis and Bourlakis(2010)는 상품

이 판매되는 공간 유형에 따라 리테일을 제품 지향적

인 전통적 리테일, 고객 지향적인 인터넷 리테일, 경

험 지향적인 메타버스 리테일로 분류하였다. 거래되

는 제품에 있어서 메타버스 리테일은 아바타의 액세

서리, 헤어스타일과 같은 가상의 재화부터 의류, 도서

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화에 이

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리테일이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세컨드 라이프에 

입점된 IWOOT(I Want One Of Those)는 소비자가 구

매한 제품을 실제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리

테일러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쇼핑 

카트에 필요한 제품을 추가하고 구매를 원할 시에는 

배송과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Papagiannidis 

& Bourlakis, 2010).

메타버스 리테일 환경에서 소비자는 의인화된 아

바타로 가상점포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아바타들과 동시

적 상호작용(synchronous interaction)을 경험할 수 있

다(Donath, 1999). Harris et al.(2001)은 ‘리테일 연극(Re-

tail Theater)’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메타버스

상에서 리테일러는 마치 연극 공연처럼 항상 소비자

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한 예

로, 세컨드 라이프의 사용자들은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아디다스(Adidas), 아메리칸 어패럴(American Apparel)

과 같은 패션 브랜드의 점포를 방문할 수 있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온라인에서도 구

매할 수 있다(Choi & Suh, 2008). 또한 세컨드 라이프

는 매장을 방문한 다른 고객이나 판매원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

하고 사용자 혼자 쇼핑을 하는 가상현실 점포보다 대

인과의 상호작용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공동 창조 및 서비

스 설계의 개선과 같은 고객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기

능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Papagian-

nidis & Bourlakis, 2010). 제페토의 사용자들은 기업이 

판매하는 아이템으로 아바타를 꾸미기도 하지만, 직

접 아바타의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을 제작하고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각종 착장 아이템과 판매공간을 개

발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가상세계에서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된 자아를 경험

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를 수동적인 관람자에서 능동

적인 참여자로 전환시킨다. 동시에 패션 브랜드는 디

지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시공

간의 제약 없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있어 소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오프

라인 점포나 일정한 레이아웃이 짜여진 웹사이트와는 

달리 원하는 장소 어디에나 원하는 규모로 가상의 점

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제페토에 

존재하는 많은 패션 브랜드 점포들이 플래그십 스토

어 형태로 개설되어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리테일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포로서 규모, 입지, 디자인, 

설치 및 운영 비용 측면에서 다른 리테일 점포보다 우

위를 지닌다(Diamond, 2005; Moore et al., 2010). 특히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점포 내 소비자 경험의 다각화를 통

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 Webb(2009)은 플래그십 스토어의 주요 특

성으로 주요 대도시의 위치, 넓은 점포 규모, 최고급의 

입지, 상징적인 건축물, 혁신적인 인테리어 콘셉트, 제

품 구색의 다양성,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모션 지원 등

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 제약

을 초월하여 상상하는 점포 그대로 설계할 수 있고 동

시에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무궁무진하게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래

그십 스토어보다 더욱 강화된 소비자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메타버스 리테일이란 아바타

가 주체가 되어 제품의 판매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

상의 쇼핑공간으로서 제품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리테일과 달리 ‘새로운 소비자 경험의 창출’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의 뷰티 브

랜드인 에뛰드(ETUDE)는 2021년 11월에 제페토와 

협업하여 ‘에뛰드 버추얼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

였다. 제페토의 이용자들은 핑크빛의 장미 정원 중앙

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셀피(selfie)를 찍어 자신의 SNS

에 게시하기도 하고, 에뛰드의 베스트셀링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 후 포토부스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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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받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리테일 

공간으로서 메타버스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를 위한 

쇼핑공간을 넘어 놀이와 여가 활동을 위한 초감각적

인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메타버스 리테일의 특성

기술의 발달은 기존 리테일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냄으로써 리테일 환경 변화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타버스와 같은 3차원

의 가상환경은 2차원의 웹 기반 리테일의 한계를 극복

하면서 리테일 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Papagi-

annidis & Bourlakis, 2010). 특히 패션 리테일의 경우 

소비자의 감각적 경험이 채널 선택에 중요하며 경험

적 요소의 부재는 웹 기반 리테일의 한계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Blázquez, 2014).

Gadalla et al.(2013)은 웹 기반 리테일과 구별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소비자가 리테일러를 평가하

는 요소로서 메타버스 리테일 서비스 품질(Metaverse- 

Retail Service Quality: MR-SQ)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서비스와 

기대치를 비교하는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물로 정의

된다(Grönroos, 1984). 웹사이트 서비스 품질(e-Service 

Quality: e-SQ)은 웹사이트가 제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쇼핑, 구매 및 전달을 촉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Zeithaml et al., 2002). 한편 메타버스 리테일

은 능동적이고 참여 기반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실

제와 가상의 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아바타 꾸미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가상 경험을 공

동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정체성 및 이상적 자

아표현과 같은 다른 측면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Papa-

giannidis & Bourlakis, 2010).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Gadalla et al.(2013)은 e-SQ와 차별화된 MR-SQ의 분

류 차원을 크게 제품 차원, 3D 플랫폼 차원, 고객 서비

스, 매장 차원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서비스 

품질 외에도 메타버스 리테일이 전통적인 리테일 및 

2차원의 웹 기반 리테일과 어떻게 다른지 매장 환경적 

특성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Hassouneh and 

Brengman(2015)은 3차원 가상매장 환경의 유형을 전

통적인 매장 및 2차원의 웹 기반 온라인 매장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8개의 범주는 

거시적 환경과 매장 외관, 인테리어의 기능적 디자인 

요소와 매장 배치, 인테리어의 미적 디자인 요소, 매장 

분위기 요소, 판매 시점 요소, 고객 서비스, 매장 내 사

회적 요소,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구성된다.

종합적으로 메타버스 리테일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쇼핑 시 소비

자가 지각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4가지 차원으로 범

주화하거나 점포의 분위기 요소(atmospherics)를 중심

으로 기존의 리테일 점포와 구별되는 메타버스 점포

의 환경적 특성을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리테일이 지닌 특성들을 종합하여 

크게 점포, 제품, 사회적 요인, 엔터테인먼트의 네 가

지 차원을 분석기준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Gadalla 

et al.(2013)이 제안한 메타버스 리테일의 서비스 품질

에 따르면 제품, 점포, 고객 서비스 외에 3D 플랫폼 차

원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제페토라는 단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동일한 검색

엔진과 접근성, 사용 용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

여 해당 차원은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메타버스

라는 가상세계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상에서 탈피하여 

오락적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엔터테인먼트 차원을 분석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각 차원에 대한 하위요인 및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점포 차원: 점포 신뢰성, 서비스스케이프, 쇼핑 용

이성

점포 차원은 점포 신뢰성(store credibility), 서비스스

케이프(servicescape), 쇼핑 용이성(ease of use)이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점포 신뢰성은 점

포의 평판을 포함하여 점포 내 진열된 제품에 대해 정

확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채널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제품

을 만져볼 수 없는 가상의 쇼핑 환경에서는 제품에 대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게 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Ahn et al., 2004).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인 제페토의 경우 제페토 월드에 존재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맵별로 누적 방문 수, 최근 방문 수, ‘좋아요’ 투

표 인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각 점포의 평판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제페토 내에서 모든 브랜

드는 공통적으로 사용자에게 제품별 소재, 색상, 사이

즈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진열된 제품의 

가격 정보는 제공하고 있어 매장에 비치된 제품 중 얼



패션 브랜드 메타버스 플래그십 스토어 사례연구-제페토(ZEPETO) 내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 549 –

마나 많은 제품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중심으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스케이프란 서비스 산업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을 칭하는 것으로 쇼핑 시 소비

자가 경험하는 점포 환경은 소비자의 감정, 태도, 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aker, 

1987; Bitner, 1992). 서비스스케이프는 주변 요소, 공

간적 배치와 기능성, 신호 및 상징물과 조형물로 분류

할 수 있다(Bitner, 1992). 주변 요소는 환경의 배경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도, 음악, 소음, 향기 등이 

해당하며, 공통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각적 요소로서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 배치와 기능성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에 속한 도구들을 의미하

는 것으로, 넓게는 천장, 계단, 복도와 같은 점포 구성

을 위한 기능적인 장치들과 좁게는 집기, 탁자, 마네

킹, 행거와 같은 상품 진열을 위한 장치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신호 및 상징물과 조형물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간 내에서 기호적인 상징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장식을 

위한 사물이나 사진, 예술품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서

비스스케이프는 특정 서비스 공간 내의 환경적 요소

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분위기 요소나 환경적 단서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Um, 2010).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 패션 점포의 서비스스케이프 요소를 평

가하기 위하여 Bitner(1992)와 Hassouneh and Brengman 

(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점포의 공간 구성 및 상품 

진열뿐만 아니라 점포가 위치한 주변 환경, 점포의 외

관/내관 디자인, 음악과 같은 주변 요소의 활용 등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쇼핑 용이성은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쇼핑할 때 소

비자가 지각하는 사용 용이성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로딩 속도 및 탐색

의 편리성을 포함한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쇼핑

을 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손으로 아바타

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하므로 서비스의 구현 속도와 

조작의 편리성은 쇼핑 용이성 지각을 위해 필수적이

다. 또한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탐색성은 구매를 원하

거나 관심 있는 제품의 정보를 탐색하는 특성으로서

Dimension Subcategory Description Reference

Store

Store credibility
 Store reputation

 Accurate product description
Gadalla et al. (2013) 

Servicescape

 Store exterior/interior design

 Store layout

 Product display

Bitner (1992);

Gadalla et al. (2013); 

Hassouneh and Brengman (2015)

Ease of use
 Loading speed

 Ease of navigation
Gadalla et al. (2013)

Product

Content

 Product information

 Up-to-date styles

 Variety

Gadalla et al. (2013); 

Jang and Chun (2018)

Demos

 Product trial

 Customization

 Fantasy products

Gadalla et al. (2013); 

Hassouneh and Brengman (2015)

Incentives  Offers, sales, free products
Gadalla et al. (2013); 

Hassouneh and Brengman (2015)

Social factor

Store personnel
 Virtual assistant

 Static or animated avatars
Hassouneh and Brengman (2015)

Store customers
 Other real avatars

 Static or animated avatars

Entertainment

Events
 Various elements that entertain users 

while shopping in virtual store
Hassouneh and Brengman (2015)Games

Free gifts

Table 1. Summary of Metaverse retail stor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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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et al., 2008) 사용자 친화적인 점포 디자인은 소

비자가 점포 내 공간 이동이나 제품 탐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2) 제품 차원: 제품 구성, 제품 시연, 우대혜택 

제품 차원은 제품 구성(content), 제품 시연(demonst-

ration), 우대혜택(incentives)의 리테일러가 제공하는 

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메

타버스 리테일에서 제공하는 제품 유형은 아바타의 

피부색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이 아바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디지털 제품에서부터 소비자도 사용 가능

한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품 구성은 메타버스 리테일

이 제공하는 제품 구색의 다양성과 신상품 제안, 제품

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소비자가 구매하

고자 하는 제품의 직접 경험이 어려운 경우 리테일러

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Jang & Chun, 2018). 특히 경험적 속성이 

중요한 패션제품의 경우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 소재

와 같은 감각적 정보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Blázquez, 2014). 

메타버스 리테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과 최신 스

타일 및 신제품은 사용자들을 점포로 끌어들이는 차

별화 요소로 작용하며, 풍부한 시각적 정보와 텍스트 

세부 정보는 리테일러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Gadalla et al., 2013).

제품 시연은 메타버스 리테일 내에서 제품을 실제 

사용해보거나 변형해 보는 것 또는 현실에서는 사용

할 수 없는 판타지 제품을 시도해 보는 것이 포함된다. 

제품의 시착이나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같이 본 연구대

상인 제페토 맵 내의 패션 브랜드가 제공하는 옷이나 

신발을 아바타가 직접 착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나 컬러, 소재 등을 바꿔 제품

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가 

제품의 제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

는 요소를 선택하는 서비스이다(Sundar & Marathe, 

2010). 디지털 매체는 무한한 형태변형 기법 제공을 통

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가

상환경 내의 변형은 디지털 캐릭터에게 많은 옷을 입

혀보거나 게임 내에서 캐릭터나 스토리 등을 자유롭

게 변형시키는 것이 해당된다(Murray, 1997/2001). 무

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시도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제품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

자들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하고 싶은 행동을 아바

타를 통해 실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추

후 현실 세계에서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ang 

& Chun, 2018).

우대혜택은 메타버스 리테일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혜택 사항으로 제품 구매와 관련한 정

보 안내나 적립금 제공, 할인 쿠폰 제공, 경품 등 판매

촉진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리테일러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Levy & Weitz, 2001) 가상의 환경에서 제품을 구매하

는 경우에도 구매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Lim & Dubinsky, 2004).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프로모션 제공은 소비

자로 하여금 차별화로 인식되고 소비자들의 리테일러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Ku et al,, 2009).

 

3) 사회적 요인 차원: 매장 직원과의 상호작용, 타 고객

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요인 차원은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사회

적 존재감과 관련이 되는데 매장 직원 혹은 다른 쇼핑

객과 같은 다른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메

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제어하고, 현재 위치한 공간에서 처한 상황에 참여한

다(Kim, 2008). 가상현실 매장(VR store) 시스템의 주

요 특징이 가상의 공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공간을 

항해하고 제어하면서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

한다는 것인데(Jang & Chun, 2018) 반해, 메타버스는 

가상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도 더 나아가 다른 

사회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

호작용의 대상을 리테일에 초점을 맞추어 리테일러에 

속하는 매장 직원과 매장을 방문한 다른 쇼핑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환경

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채널로 평가된다. 아바타와 같은 정서적 

대상을 통한 상호작용은 사용자들 사이의 정서적 애

착을 증가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인지적 거리감을 줄

이는 역할을 한다(Krikorian et al., 2000). 매장 직원 아

바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는 쇼핑과 관련한 기

능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리테일러에 



패션 브랜드 메타버스 플래그십 스토어 사례연구-제페토(ZEPETO) 내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 551 –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Holzwarth et al.(2006)은 

아바타 기반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고 구매의도를 향상시킴

으로써 리테일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

였는데, 익숙하지 않은 쇼핑 카테고리에서 그 효과가 

더 높다고 하였다. 쇼핑 환경에서 아바타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며 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Wang & Benbasat, 2008) 메타버스 리

테일 내에서의 다른 쇼핑객이나 실제 지인의 아바타

와 함께 쇼핑하는 환경에서도 몰입감 및 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페토에서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포즈나 행동을 통한 행위적 상호작용과 채팅이

나 음성 대화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

다. 아바타를 통한 매개적 대인간 상호작용(mediated 

interpersonal interac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

적이지만 아바타의 제스처와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보완하여 일상적 대화와 흡사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더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

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상세계 공간과 현실 세계 

공간의 물리적인 벽이 허물어지면서 가상공간에서 시

작된 관계적 특성이 오프라인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Park, 2007)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를 통한 상호

작용에서도 진화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상호

작용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엔터테인먼트 차원: 이벤트, 게임, 무료 아이템

엔터테인먼트 차원은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를 즐겁

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의 총집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벤트(event), 게임(game), 무료 아이템(free gifts)을 하

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리테일 분야에서 엔터테인먼

트란 쇼핑에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쇼

핑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01). Tsai(2010)는 쇼핑몰이 제

공해야 할 엔터테인먼트 경험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이끌어내는 감정적 경험, 새로운 정보 획득과 같은 탐

색적 경험, 기분 전환을 위한 휴식 경험, 주변 사람들과

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경

험이 다양한 구성요소를 아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ssouneh and Brengman(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세계는 본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장소

이며, 실무자들은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시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소비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점포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많은 패션 브랜드가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장 

환경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각종 이벤트 등을 활용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적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플래그십 스토어이다(Kim & 

Kim, 2011). 이러한 경향성은 메타버스 리테일 환경에

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제페토 월드에 입점

한 ‘베라(베스킨라빈스) 팩토리’에서는 사용자가 직

접 재료의 숲에서 원하는 재료를 찾아 아이스크림 케

이크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구축된 

점포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에서 제공하지 못

했던 체험적 활동을 고객들에게 훨씬 더 자유롭게 전

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I. 메타버스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사례분석

1. 분석대상

제페토는 2018년 8월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제트(NAVER Z)가 런칭한 소셜 기반 메타버스로 제페

토의 이용자는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

로 3D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 제페토는 플

랫폼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

스 제공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아이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까지 가능하도

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K. J. 

Kim, 2021). 실제로 제페토에서는 가상통화를 활용하

여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자본 생태계가 

구축되어있다. 제페토의 가상화폐는 무료 화폐인 코인

과 유료 화폐인 젬(gem)이 있으며, 이용자들은 가상화

폐를 통해 특정 콜라보레이션숍에 입점된 제품을 구

입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크리에이터스

(creators)’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아이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가 만든 아이템은 현금화할 수 있

는 젬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제페토에서

는 약 15만 명의 아이템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페토 월드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아바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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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공간으로 가지각색의 ‘맵(map)’이 존재한

다. 제페토 맵은 제페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식 맵

과 일반 이용자들이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직접 만

들어 낸 크리에이터 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페토 내

에 존재하는 모든 맵은 크리에이터에 의해 주기적으

로 최신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제페토 공식 맵의 경우 

협업하는 브랜드에 따라 맵의 구성과 내용을 개편한

다. 또한 제페토의 공식 맵은 개인 크리에이터 맵보다 

완성도 및 품질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정 도

시, 장소, 행사를 구현한 맵이 많아 현실 세계의 재현성

이 높다.

본 연구는 제페토에 입점되어있는 패션 브랜드의 

공식 맵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제

페토의 공식 맵은 총 62개로 쇼핑문화체험공간(7개), 

여가문화체험공간(10개), 전통문화체험공간(1개), 공

공시설/기관체험공간(2개), K-문화체험공간(10개), 게

임체험공간(32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각 맵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체험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하나의 맵이 복합적인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쇼핑문화체험공간에 해

당하는 7개의 맵 중 6개가 패션 및 뷰티 제품 쇼핑과 관

련되어있으며 면세점, 패션쇼, 플래그십 스토어 등 다

양한 콘텐츠의 맵으로 구성되어있다. <Table 2>는 맵 

출시 시기, 누적 방문자 수, 맵의 대표 키워드, 맵 유형, 

맵 내 제품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6개의 패션 관련 공

식 맵을 비교 정리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패션 리테일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

여 이용자가 직접 맵 내에서 패션제품을 착용해볼 수 

있고 쇼핑 외에도 다양한 체험 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맵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션 브랜드가 단독

으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맵인 LOUBI 부띠크

(LOUBI Boutique), 구찌 빌라(Gucci Villa), 랄프 로렌 

월드(Ralph Lauren World),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

(Gentle Monster House Dosan)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2. 메타버스 리테일 특성별 분석

1) 점포 차원

(1) 점포 신뢰성

점포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맵의 평판 지수와 

함께 판매 아이템별 가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

는지를 파악하였다. 네 개의 맵의 개설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적 방문자 수는 제외하고, 최근 방문

자 수와 ‘좋아요’ 득표율을 중심으로 평판 지수를 평

가하였다. LOUBI 부띠크의 최근 방문자 수는 8,000명, 

‘좋아요’ 득표율은 91%로 나타났으며, 구찌 빌라의 

최근 방문자 수는 67,100명, ‘좋아요’ 득표율은 95%

No. Map name
Release

time
Visitors Map keywords

Map

type

Product

trial

1

Hyundai Department 

Store Duty Free 

(Dongdaemun)

2020.04.07 11.1M

Collaboration

shop style 

riding

Multi 

shopping mall ×

2 LOUBI Boutique 2020.10.02. 2.1M

Collaboration

shop style

room

Flagship

store
○

3 Gucci Villa 2021.02.05 4.8M

Collaboration

shop style

game

Flagship

store
○

4
Ralph Lauren 

World
2021.08.27 2.4M

Collaboration

shop style

cafe

Flagship

store
○

5
Gentle Monster 

House Dosan
2021.09.07 826K

Collaboration

shop style

architecture

Flagship

store
○

6 Midnight Runway 2021.11.12 615K

Collaboration

shop style

artist

Fashion show ○

Table 2. Overview of fashion-related virtual stores in ZEP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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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랄프 로렌 월드의 최근 방문자 수는 

10,300명, ‘좋아요’ 득표율은 98%로 나타났으며, 젠틀

몬스터 하우스 도산의 경우 최근 방문자 수는 2,100명, 

‘좋아요’ 득표율은 97%로 확인되었다. 최근 방문자 

수가 가장 높은 구찌 빌라의 경우 2022년 3월 4일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구찌 가든 아키타이

프’를 제페토 맵에도 함께 개최하면서 방문자 수가 급

증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각 점포별로 진열된 아이템에 대하여 코

인, 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공식 

맵 내 진열된 제품이 실제 제페토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은 옷걸이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사용자는 해당 아이템을 착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점에는 판매하지 않

지만 연출을 위해 맵에서만 진열된 제품의 경우 손가

락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고, 해당 아이템은 즉석에

서 착장만 가능하다. LOUBI 부띠크의 경우 아이템별 

가격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점포로서 점포

에 진열된 모든 아이템을 착장해볼 수 있으며, 상점까

지 연계되어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도 약 

100개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구찌 

빌라의 경우 신발, 의류, 가방, 선글라스와 같은 패션 

잡화제품부터 향수, 잡지, 쿠션까지 다양한 범주의 제

품이 진열되어있으나, 실제로 착장할 수 있는 제품군

은 많지 않았으며 상점과 연동되어 실제 구매할 수 있

는 상품도 약 16개로 점포의 규모 대비 많지 않았다. 랄

프 로렌 월드의 1층은 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로비

에 진열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제품을 포함하여 1층 

여성 쇼룸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착장과 가격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층 남성 쇼룸에서는 세 종

류의 피케 셔츠에 대해서만 착장 및 가격 정보 확인이 

가능했으며, 넥타이 제품과 니트 제품은 디스플레이

를 목적으로 진열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젠틀몬스

터 하우스 도산은 각 층별로 제공하는 아이템의 폭이 

넓으나,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은 선글라스로 

한정되었다. 또한 약 75개에 이르는 선글라스 중 상점

에서 판매 중인 8개의 제품에 한해서만 착장 및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전달 측면에서는 가장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스케이프

서비스스케이프 분석을 위하여 점포가 위치한 주

변 환경을 비롯하여 점포의 외관/내관 디자인, 점포의 

공간 구성 및 상품 진열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

였다. 먼저 LOUBI 부띠크는 2022년 S/S 컬렉션 제품

을 중심으로 한 3층짜리 점포로 빨간색 벽지와 빨간색 

카펫이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전달한다. 천장부는 

화이트로 되어있고 천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핀 조명

들이 줄지어 달려있다. 모든 층은 가방과 신발이 함께 

진열되어있으며, 각 층의 중앙에는 목재로 만든 동물 

탁자 위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있는데, 1층에는 코끼

리, 2층에는 호랑이, 3층에는 원숭이를 형상화한 탁자

가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킨다(Fig. 1(a)). 또한 2층과 

3층의 벽 곳곳에는 부츠, 구두를 비롯한 신발 일러스

트가 아치형 액자에 걸려있고, 디자이너 크리스챤 루

부탱(Christian Louboutin)의 인물 사진도 벽면에 걸려

있다. 

구찌 빌라는 이태리 피렌체 본사를 배경으로 한 것

으로 맵 중앙의 원형 분수를 중심으로 사면에는 2층으

로 된 구찌 점포와 미로, 농구 코트가 마련되어있다. 구

찌 빌라는 사각형으로 늘어선 울창한 나무를 울타리 

삼고 있어 마치 비밀스러운 궁전을 연상케 한다. 정원

의 중앙에 위치한 분수 밑으로는 인공 연못이 있고, 조

경으로 잘 가꾸어진 나무들을 사방에서 볼 수 있다. 

2층으로 된 구찌 가옥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쇼룸으

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쇼룸마다 동일한 패턴의 바닥

재를 사용하되 벽지를 다르게 연출하는 방식으로 차

별화를 두었다. 또한 각 쇼룸의 모서리에는 대형 전신 

거울이 부착된 피팅룸이 마련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제품들이 흰색과 갈색의 사각형 선반에 진열되어있

다. 2층에 위치한 가장 큰 쇼룸의 경우 구찌 빌라의 정

원이 내다보일 수 있도록 오픈형 테라스가 있고, 쇼핑 

중에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 테라스 바로 앞

에 놓여있다(Fig. 1(b)).

다음으로 랄프 로렌 월드는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작은 호

수와 함께 2층짜리 점포로 구성되어있다. 점포는 크게 

제품 진열을 위한 공간인 1층과 카페 및 휴게공간인 

2층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각 층의 내부 인테리어는 매

우 달랐다. 먼저 폴로의 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1층 매

장은 중앙 로비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각각 남성, 

여성 쇼룸이 위치되어있다. 1층 로비는 투명한 화이트

톤 벽지에 바닥재는 대리석이 사용되었고, 중앙에는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가 진열대가 놓여있다(Fig. 1(c)). 

여성 쇼룸은 사면과 천장부가 모두 화이트로 통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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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헤링본 바닥재 위에 베이지톤의 카펫이 놓여있다. 

남성 쇼룸은 폴로가 지닌 특유의 무드가 반영된 전통 

클래식톤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벽면에는 폴로 로고

인 말 사진과 승마하는 유화 사진들이 액자로 전시되

어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원형의 흰색 

계단을 이용하며, 올라가는 계단에는 원피스가 입혀

진 여성용 마네킹이 세워져 있다. 2층의 야외 테라스

의 중앙에는 8인용 사각형 테이블과 함께 파라솔이 설

치된 2인용 테이블이 여러 대 설치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은 서울의 신

사동 도산공원에 위치한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총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은 제품 자체보다는 공간을 

중시하고 퓨처 리테일을 선도하려는 브랜드의 방향성

에 맞게 대형 오브제나 설치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점포의 1층에는 카운터와 함께 아티스트 

프레드릭 헤이만(Frederik Heyman)과 협업하여 만든 

3차원의 작업물이 벽면에 전시되어있다.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3층에 들어서면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대형 스크린으로 젠틀몬스터의 패션필름을 볼 수 있

고, 젠틀몬스터의 로봇 랩에서 개발한 육족 보행 로봇

인 프로브(The Probe)를 접할 수 있다(Fig. 1(d)). 또한 

점포의 4층에는 젠틀몬스터의 코스메틱 브랜드인 탬

버린즈(Tamburins)의 제품뿐만 아니라 ‘자연’, ‘갈대’

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예술가들의 오브제들이 

함께 마련되어있다.

아울러 점포의 주변 요소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각적 요소로서 본 연구

는 배경음악을 중심으로 각 맵의 환경적 특성을 비교

하였다. 분석결과, 네 개의 맵 모두 배경음악을 사용하

고 있었으며 장소 이동(예. 층간 이동, 실내외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음악을 제공하는 LOUBI 부띠크와 

구찌 빌라와 달리 랄프 로렌 월드와 젠틀몬스터 하우

스 도산의 경우 아바타가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 그 공

간과 어울리는 음악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랄프 

로렌 월드의 경우 2층의 카페에서는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이 나오는 반면 1층 쇼핑공간으로 이

동하게 되면 느린 템포의 재즈 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쇼핑 용이성

각 점포별로 쇼핑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면

의 전환 속도, 탐색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즉각적으로 전환되는 

로딩 속도의 경우 네 개의 점포 모두 제페토라는 메타

버스 플랫폼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맵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하나의 맵에서 다른 맵으로 자

(a) LOUBI Boutique

       

 (b) Gucci Villa

(c) Ralph Lauren World

       

(d) Gentle Monster House Dosan

Fig. 1. Store dimension of ZEPETO World map.

Captured by authors from ZEPETO World (application for iOS) on 2022, Marc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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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이동을 하게 도와주는 ‘포털(porter)’ 기능을 사용

할 때에도 화면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술적 오

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탐

색의 편리성은 맵의 완성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

타났다. 젠틀몬스터의 경우 맵에서는 계단이 존재하

지만 실제로는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조작이 불가능

하다거나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어느 층으

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용자가 이동 중

에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맵의 평판 지수 및 아이템별 가격 정보 

제공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랄프 로렌 월드와 LOUBI 

부띠크의 점포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었

다. 구찌 빌라의 경우 최근 방문자 수가 매우 높았음에

도 불구하고 점포의 규모 및 아이템 구색 다양성에 비

해 착장을 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

량이 현저히 적어 쇼핑 몰입감을 약화시켰다. 현재 제

페토 월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현실 세계

와 연동되지는 않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더욱 실

감 나는 쇼핑 경험을 전달하고 가상거래를 촉진시키

기 위하여 제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릴 필

요가 있다. 특히 젠틀몬스터는 네 개의 브랜드 중 유일

한 국내 브랜드이나 브랜드의 주력 제품인 선글라스

를 자유롭게 착장할 수 없고, 점포를 탐색할 때 사용자

가 불편함을 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맵의 전반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품 차원

(1) 제품 구성

메타버스 리테일에서는 브랜드 콘셉트이 반영된 

테마별 공간에 디스플레이 된 패션제품들과 마네킹에 

스타일링 된 제품 등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패션 브랜

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패션제품 이미지를 더욱 생생

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는 아바타

를 움직여 매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데, 넓은 매장 곳

곳에 해당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

들이 디스플레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a)). 진열된 제품을 상세히 보고 싶은 경우 아바타를 

조종해 제품 가까이 가면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 색

상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Fig. 2(b)). 패션제품이 디스

플레이 되어있는 진열장이나 행거, 테이블 등으로 아

바타가 다가가면 옷걸이 모양의 아이콘이 뜨고, 그 아

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아이템들이 아바타에 자동 착

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c)). 착장된 아이템

들은 우측에 있는 새로운 창에 아이템별로 세부 정보

가 제공되는데 외투, 바지, 신발과 같은 각 아이템의 카

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군과 아이템 이미지, 그리고 

(a) Product display

       

(b) Product zoom-in

(c) Product infomation

        

(d) Product trial

Fig. 2. Product dimension of ZEPETO World map.

Captured by authors from ZEPETO World (application for iOS) on 2022, Marc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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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젬 가격이 표시된다(Fig. 2(d)). 그 외에 각 아이

템에 해당하는 모델명이나 다른 색상, 사이즈, 소재 등

의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브랜드별 제품 정

보 제공 방식은 네 브랜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 각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아이템의 

카테고리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찌와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의류제품을 비롯한 가방, 

신발, 선글라스 등 구색 다양성이 높았고, 크리스찬 루

부탱은 신발과 가방, 젠틀몬스터는 선글라스와 안경

의 좁지만 깊은 구색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제페토를 통하여 새로운 가

상컬렉션을 공개하고 있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상품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Lim, 2021). 새로운 컬

렉션은 2~3개월 주기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

으며, 업데이트 사항은 해당 브랜드 월드 맵에서 제공

하는 소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2) 제품 시연

제페토 월드의 브랜드 공식 맵 내 진열된 패션제품

은 아바타가 실제 착용할 수 있는데 진열된 제품을 아

바타가 입어봄으로써 패션제품의 길이와 착용 핏을 

확인할 수 있다. 제페토에서는 아바타를 외부에서 바

라보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 패션제품을 아바

타가 착용한 모습을 관찰자 시점에서 볼 수 있고 아바

타가 제품을 착용하게 되면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움

직임이 있어 동작에 따른 착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화

면 터치로 시점의 위치와 방향을 바꿀 수 있어 360도 

회전을 통해 정면, 측면, 후면에서의 착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착용 제품의 디테일을 보거나 

멀리서 전신의 착용 상태를 볼 수도 있다. 진열된 제품

만으로는 제품의 길이나 스타일을 알기 어려운 제품

도 아바타의 착용으로 보다 정확한 제품 스타일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랄프 로렌 월드의 행거

에 걸려있는 브이넥 스타일의 흰 상의의 경우 실제 아

바타가 착용하니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넓은 브이넥

의 기장이 짧은 크롭 스타일의 니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OUBI 부띠크의 진열대에 올려져 있는 노

란 부츠는 아바타가 착용해 봄으로써 무릎까지 올라

오는 길이의 롱부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우대혜택

메타버스 리테일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와 관련

된 혜택 사항으로 구매혜택 관련 정보 안내나 적립금 

제공, 할인쿠폰 제공, 경품 등 판매촉진과 관련된 서

비스가 해당된다. 우대혜택은 제페토 플랫폼의 기술

상 문제로 실질적인 구매가 불가능하여 구매와 연계

된 금전적인 혜택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분석대상

인 네 개의 패션 브랜드 맵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 

제품 구매와 관련된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메타

버스 제페토 진출에 적극적인 리테일 기업 중 CU 편

의점은 CU한강공원점, CU홍대입구역점, CU교실매

점의 세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강공원점에는 실제 브

랜드 상표의 라면, 삼각김밥, 음료 등이 구비되어 있어 

매장에서 가상구매가 가능하다. 가상구매가 현실 구

매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보물찾기 쿠폰’을 획득할 

경우 실제 매장에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품 차원에서 브랜드별 제품 정보 제공 방식은 네 

브랜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옷걸이 아

이콘 터치를 통해 해당 아이템을 아바타에 입혀볼 수 

있고, 아이템별 정보와 젬 가격이 표시되었다. 각 브랜

드의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제품의 카테고리에만 차

이가 있었으며, 구찌와 랄프 로렌은 구색의 다양성이 

높은 반면 크리스찬 루부탱과 젠틀몬스터는 브랜드의 

주력 아이템을 중심으로 깊은 구색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아바타 착장용 가상제품은 구매가 가능하지

만, 제페토 플랫폼의 기술상 문제로 사용자가 직접 착

용 가능한 실제 제품 구매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매

장과의 연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사회적 요인 차원

(1) 매장 직원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요인 차원은 매장 직원과의 상호작용과 다

른 쇼핑객과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LOUBI 부띠크는 입장한 장소에 갈색 정장과 모

자를 세트로 갖춰 입은 남자 점원 NPC(Non-Player 

Character)가 인사를 하면서 입장을 반갑게 맞고 있다

(Fig. 3(a)). 텍스트나 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

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동작을 취하는 점원을 볼 

수 있는데, 점원에게서 떨어져 다른 제품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계속 인사하는 동작을 지속하고 있다. 구찌 

가든 전시회에서도 전시장 입구에 검정색 캐주얼 차

림의 남자 직원이 접속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허리

를 굽혀 인사하는 동작과 함께 직원 아바타 머리 위에 

말풍선이 뜨는데 말풍선에는 텍스트로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LOUBI 부띠크와는 다르게 점원에게 다가

가야 인사 동작과 인사말을 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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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에서는 입구에 검정색 탱

크탑을 입은 회색 긴 머리의 여자 점원이 서서 인사를 

한다(Fig. 3(b)). 동작은 따로 없으나 말풍선을 사용해 

환영하는 인사로 사용자를 맞이한다. 반면에 랄프 로

렌 월드에서는 어떠한 직원 NPC도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대상 브랜드의 매장 직원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

을 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은 할 수 없었다. 제페토 월

드 내 다른 맵의 경우 NPC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맵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실’ 맵의 경우 많

은 NPC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마마’라는 NPC에게 채

팅을 통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개별화된 답변을 위해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을 하면 그에 대한 맞춤 대답을 하기

도 한다(Fig. 3(c)). 리테일 환경에서 아바타 기반 쇼핑 

에이전트의 존재가 쇼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

므로(Holzwarth et al., 2006) 상호작용 가능한 아바타

를 통해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타 고객과의 상호작용

다른 쇼핑객과의 상호작용은 시스템상으로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 있어 채팅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용하

여 대화를 하거나 음성 대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화면 아래 메시지 입력란에 텍스트를 입력

하면 화면 좌측 대화창에 채팅 내용이 기록된다. 음성 

대화는 화면 아래 마이크 아이콘을 이용하여 말을 하

면 다른 아바타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아

바타가 말을 하면 말하는 아바타 머리 위에 마이크 아

이콘이 떠 있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아바타가 돌아다닐 수 있

는 곳이 없고 사교 활동이 주목적인 맵의 경우 많은 사

용자들이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캠핑’ 맵의 경우 캠프파이어에 둘

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요 활동으로 많은 아

바타들이 접속하여 텍스트와 음성으로 다양한 이야기

를 나누고 있다(Fig. 3(d)). 하지만 패션 리테일러와 같

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탐색할 요소가 많은 맵의 경

우 사용자 아바타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을 관찰

하기는 힘들었다.

사회적 요인 차원은 랄프 로렌 월드를 제외한 세 브

랜드에는 직원 NPC가 있어 동작이나 말풍선을 이용

한 텍스트로 인사를 하고 있으나 상호작용은 불가능

하였다. 제페토 내 다른 맵의 사례와 같이 패션 브랜드

에서도 상호작용인 가능한 NPC를 도입한다면 쇼핑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쇼핑 만족도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쇼핑객과의 상

(a) LOUBI Boutique

       

(b) Gentle Monster House Dosan

(c) Classroom map ‘Ramama’ 

        

(d) Camping map

Fig. 3. Social factor dimension of ZEPETO World map.

Captured by authors from ZEPETO World (application for iOS) on 2022, Marc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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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은 네 브랜드 모두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상호작용을 하는 아바타들은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대인과의 상호작용성이 높은 메타버스 환경

적 특성을 살려 실제 사용자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된다면 혼자 쇼핑을 하는 가상현실 쇼핑과는 

차별화된 리테일 공간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4) 엔터테인먼트 차원

(1) 이벤트

크리스찬 루부탱은 LOUBI 부띠크 외에도 파리 에

펠탑이 보이는 LOUBI 테라스와 LOUBI 디스코라는 

맵을 보유하고 있어 LOUBI 부띠크 맵에 접속하면 다

른 두 맵으로도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는 

LOUBI 부띠크에 진열된 아이템을 자유롭게 착장한 

뒤 LOUBI 디스코 맵으로 이동하여 직접 코디한 룩으

로 에프터파티에 참여하거나 댄스 플로어에서 다른 

일반 사용자들과 춤추며 무료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Fig. 4(a)). LOUBI 부띠크의 경우 점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무료 아이템 획득과 같은 활동은 없지

만,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맵을 교차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마치 파리에서 

관광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은 일탈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구찌 빌라는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대형 정원을 다

양한 체험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구

찌 빌라는 2022년 S/S 시즌을 맞이하여 기존의 맵에 전

시회를 추가하였는데, 제페토의 전시회 또한 실제 오

프라인 전시회와 동일한 시기에 개장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구찌 전시회에서 사용자는 전시뿐만 아니라 야외 전

광판에 나오는 구찌 필름을 시청하면서 수영장 파티

를 즐길 수 있다(Fig. 4(b)).

랄프 로렌 월드에 접속 시 첫 입장 화면은 점포 2층

에 위치한 카페이다. 카페의 카운터에는 주사위, 손가

락 모양의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버튼마다 각기 다른 

아바타 동작이 설정되어있다. 랄프 로렌 월드에서 카

페는 점포 2층뿐만 아니라 야외 커피 트럭도 있기 때

문에 사용자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고객과 점원을 오

가는 다양한 역할 놀이가 가능하다. 랄프 로렌 월드에

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

인과 호수를 들 수 있다. 사용자는 점포의 테라스에서 

고층 건물이 즐비한 스카인라인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어 공유할 수 있고, 호수의 선착장에서 나룻배를 빌

려 연못을 직접 돌아다닐 수 있다(Fig. 4(c)). 선착장에 

세워진 키오스크에는 ‘RENT A BOAT’라는 문구와 

(a) LOUBI Boutique

        

(b) Gucci Villa

(c) Ralph Lauren World

        

(d) Gentle Monster House Dosan

Fig. 4. Store dimension of ZEPETO World map.

Captured by authors from ZEPETO World (application for iOS) on 2022, Marc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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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폴로의 로고가 새겨진 나룻배를 대여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어 맵에 접속한 방문자라면 무료로 

보트 체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젠틀몬스터는 다른 세 맵들과 달리 점

포 외 별도의 외부공간이 있다거나 다른 맵으로 자동 

연동이 되지 않는다. 총 5층으로 되어있는 실내 점포

를 중심으로 하여 각 층은 판매하는 제품의 카테고리

별로 각 층이 구분되어있다. 젠틀몬스터의 경우 비록 

외부공간으로의 이동은 없으나 LOUBI 부띠크와 같

이 포털 장치가 있어 엘리베이터 포털을 이용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다(Fig. 4(d)). 또한 지하 1층에는 젠틀

몬스터의 디저트 브랜드인 누데이크(Nudake)가 입점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손가락 모양의 버튼을 눌러 누

데이크의 시그니처 케이크 모자를 착장할 수 있다.

(2) 게임 및 무료 아이템 획득

구찌 빌라는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이 출시될 때마

다 컬렉션의 콘셉트나 무드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대

형 정원 곳곳에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

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찌는 2021년 여름에 ‘데메트라

(Demetra)’라는 비건 가죽을 소재로 하여 ‘구찌 바스

켓’ 등 3종의 비건 스니커즈를 출시하였고, 구찌 핀(Gu-

cci Pin)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 바 있다. 구찌는 해당 컬

렉션을 제페토 월드에 연계하여 구찌 빌라에 농구 코

트를 만들고, 사용자가 직접 농구 유니폼과 스니커즈

를 착용하고 농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사

용자가 착장하는 아이템은 연두색의 랜덤박스로 결정

되는데, 사용자가 이동 중에 정원 곳곳에 숨겨진 랜덤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구찌의 신상 재킷, 가방, 모자, 

신발 등을 즉석에서 착용해볼 수 있다. 또한 구찌 빌라

는 네 개의 맵 중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넓다는 점을 활용하여 미로 게임과 같은 오락적 활동

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구찌 로고 모양을 그대로 

옮긴 미로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미로 중앙에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야 하고, 미로에서 찾은 아이템을 중앙 

분수대로 가져가면 즉석에서 현란한 3단 분수쇼를 관

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찌 빌라에서 사용자는 아

이템 사냥도 즐길 수 있다. 사용자는 구찌 빌라 내부와 

정원 일대에서 숨겨진 곰인형을 찾아 다양한 아이템

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 곰인형이 제공하는 아이템

은 제페토 월드에서 수행해야하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퀘스트(Quest)’를 달성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

에 유용하다.

랄프 로렌 월드는 맵의 공간별로 사용자가 수행해

야 할 퀘스트를 설정하여 모든 퀘스트를 달성할 시에 

한정판 스케이트보드를 제공한다. 미션은 총 8개로 

‘2층 테라스에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로비 카운터에서 남성복 어태치를 들고 남성복 쇼룸

으로 이동하기’, ‘여성복 쇼룸에서 셀카 찍기’, ‘쇼룸 

곳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패션모델처럼 포즈 취하

기’, ‘배를 타기 위해 호수 선착장으로 이동하기’ 등이 

해당된다. 사용자는 퀘스트를 단계별로 수행하기 위

하여 매장 곳곳을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랄프 로렌 

월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단순히 쇼핑을 넘어 

하나의 놀이로 맵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션 

상품으로 획득하는 한정판 스케이트보드는 실제 제페

토 상점에서 2,500코인을 주고 구매해야하는 상품이

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획

득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젠틀몬스터

는 네 개의 맵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맵으로 실제 존

재하는 매장과의 재현성은 높은 편이나, 가상의 맵 내

에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구찌 빌라와 

랄프 로렌 월드는 사냥 게임, 퀘스트와 같이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일탈적, 오락적 가치를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및논의

메타버스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혜택과 즐거운 쇼

핑 경험을 제공하는 진화된 리테일 공간으로 주목받

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및 메타버스 리테일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리테일의 특성

에 대한 분석기준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

토에 입점해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맵으로 LOUBI 부

띠크, 구찌 빌라, 랄프 로렌 월드,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의 사례를 선정하여 메타버스 리테일 측면에서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경험 지향적인 메타버스 

리테일 공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점포, 제품, 사회적 

요인, 엔터테인먼트의 네 가지 차원을 분석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점포 차원에서 네 브랜드

는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내

외의 점포 인테리어는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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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콘셉트를 반영하고 있었다. 제페토라는 동일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맵의 조작 및 구현 방

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판 지수를 비롯

한 점포 신뢰성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제품 차원에서 

브랜드별 제품 정보 제공 방식은 네 브랜드 모두 동일

하였으며, 각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제품의 

카테고리에만 차이가 있었다. 네 브랜드 중 구찌와 랄

프 로렌은 다양한 구색을 갖춘 반면 크리스찬 루부탱

과 젠틀몬스터는 주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깊은 구

색을 제공하였다. 제페토 플랫폼의 기술상 한계로 인

해 실제 제품 구매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으로 사회적 요인 차원은 매장 직원과의 상호작용과 

타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랄프 로렌 월드를 제외한 세 브랜드에는 직원 NPC가 

있어 동작이나 말풍선을 이용한 텍스트로 인사를 하

고 있으나 상호작용은 불가능하였다. 다른 쇼핑객과

의 상호작용은 네 브랜드 모두에서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텍스트나 음성 대화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아바타들은 거의 관

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차원은 네 

가지 분석기준 중에서도 공간, 거리, 시간 등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메타버스의 이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원으로, 사용자는 포털 기능을 통해 순간 

이동하기도 하고 역할 놀이, 보트 체험, 아이템 사냥 등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네 브랜드의 맵은 공통적

으로 사용자가 아바타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모

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며, 브랜드에

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미지를 극대화한 환상

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 브랜

드의 헤리티지와 관련된 세계 주요 도시를 무대로 물

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

다는 면에서 기존의 리테일 채널을 압도하는 강점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사용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강

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실제 브랜드 제품 구매에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

트 차원에서 네 브랜드 모두 브랜드가 지향하는 진정

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리테일 엔터테인먼트는 오프라인 매장이 단순히 

제품 구매를 위한 상업적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나아

가 재미와 교육에 이르는 경험적 공간으로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웹 기반 리테일러와의 차별점으로 

인식되는 개념이었으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향상된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제공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페토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

제 제품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각 아이템에 해당

하는 실제 제품의 모델명이나 색상, 사이즈, 소재와 같

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파악

되었다. 메타버스는 커머스 업계의 다음 비즈니스 모

델로 소비자가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메

타커머스’를 지향하고 있다(M. R. Kim, 2022). 메타버

스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화뿐 아니라 디지

털 제품의 물리적 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거래 서비

스가 제공된다면 통합된 커머스 생태계의 중요 채널

로 그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실례로 글로벌 화장품 기

업인 세포라(Sephora)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앱을 

개발하여 메타커머스를 구현하고 있다. 제페토와 같

은 메타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브랜드가 구축

하는 브랜드 메타버스가 메타커머스 시장의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

인 차원에서 네 브랜드 매장 모두에서 직원 아바타와

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파악되었

다. 분석대상 외 다른 메타버스 맵에서 NPC 아바타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므로, 브랜드 

및 제품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챗봇의 기능을 도입한

다면 쇼핑 효율성과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보완적 기능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적 판매가 중요한 패션 리

테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강화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각화되고 있

는 소매 유통 시장에 주목하여 메타버스 리테일의 활

용 현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리테일과의 차별점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

의가 있다. 최근 의류학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유무형

의 재화 거래를 위한 커머스 플랫폼으로 전망함에 따

라 관련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아바

타의 가상패션 또는 아바타를 통한 브랜드 경험을 살

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메타버스 리테일의 개념 및 특성을 파

악하고, 도출된 세부 특성에 따라 각 패션 브랜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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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운영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소비 계층인 MZ세

대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세를 고려

할 때, 메타버스 리테일에 대한 탐색적 접근은 시의성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시장 선도력을 지닌 글로벌 패션 브랜드

를 대상으로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활용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 제품, 사회적 요인, 엔터

테인먼트 등 리테일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특성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는데 실무적 의의를 지

닌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리테일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패션 브랜드가 제페토에 진출한 사례는 여섯 

개 기업으로 그 중 메타버스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하

여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진출한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 네 개에 불과했다. 메타버스를 통해 디지털 혁

신을 시도하려는 패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

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점포 전략을 기획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패션 리테일 산업의 

발전에 실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 패

션 브랜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선

정한 제페토 플랫폼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리테일 

점포로서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 프로세스의 원활

한 진행은 리테일의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향후 메타

커머스로의 발전을 위해 플랫폼 자체의 기술적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제

페토 이외의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장

하여 동일한 가상환경일지라도 플랫폼의 유형에 따른 

리테일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분석해 봄으

로써 메타버스 리테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탐색적인 연구에서 나아가 메

타버스 리테일에서의 소비자 행동 이해를 위한 양적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패션 쇼핑 

맥락에서 메타버스 리테일이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리테일 특성 차원이 가장 효과

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기준 제페토의 글로

벌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용자의 95%가 해

외 가입자로 서비스 국가는 200개가 넘는 상황이다(J. 

W. Kim, 2022).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사용자를 

감안할 때 국내 사용자와 더불어 해외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메타버스 리테일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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