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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정보의 표현 방식뿐만 아

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킨다.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는 소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제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따라서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있어 제품 정보

의 제시 형식은 소비자의 정보 획득, 정보처리 과정 및 그로 인한 구매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패션 제품의 경우 소비자

의 다감각적 체험이 제품 평가 및 쇼핑 채널의 선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품의 감각적, 경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이 온

라인 채널을 통한 패션 쇼핑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은 생생하고 풍부한 다중감각적 경험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기존 쇼핑 채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

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제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몰입형 가상현실이 소비자의 쇼핑 과

정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을 통한 패션 제품 및 점포 경험에

있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규명하고, 제품 유형과 소비자 쇼핑 동

기와 같은 쇼핑의 상황적 요인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

과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된 실험실에서

피험자 대면 실험 및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20-30대 여성 소비자 101명

이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가상현실 유형에 따라 비몰입형, 몰입형 가상

현실의 두 가지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비몰입형 가상현실 조건에

서는 노트북과 마우스, 몰입형 가상현실 조건에서는 헤드셋 디스플레이

와 컨트롤러가 사용되었으며, 피험자들은 3차원 제품 이미지와 상호작용

하며 제품 경험을 진행한 뒤 설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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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제품 진단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가상현실 유형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통해 제품 진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했을 때,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

상과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소비자들이 쾌락재를 검

토하는 경우, 비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품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몰입

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시되었을 때 정신적 심상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라

제품 진단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소비자들이 실용재를 검토하는 경

우에는, 몰입형 가상현실보다 비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품이 제시되

었을 때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아져 제품 진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진단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제품 평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제품 검토 상황

에서 제품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처리 기제를 사용하며, 쾌락재

는 심상적 처리 과정, 실용재는 추론적 처리 과정을 통해 제품 진단성을

지각하였다. 특히 몰입형 가상현실은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활성화 시

키고 추론적 처리 과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험 2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쇼핑 경험의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의 맥락을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점포 경

험으로 확장하였다. 가상 점포환경을 통한 원격실재감 경험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피험자 대면 실험 및 설문을 수행하였다.

20-30대 남녀 소비자 63명이 참여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쇼핑 동기 조건

에 따른 쇼핑 상황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

점포 경험을 진행하였다.

가상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은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원격실재감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통해 경

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했을 때,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

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 원격실재감을 크게 경험할수록

정신적 심상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며, 이는 높은 경험 만족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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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반면 소비자의 쇼핑 동기가 구매지향적인 경우 원격실재감을 크게

경험할수록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낮아졌으며, 인지적 정교화 수준은 경

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들이 경험을 만족스럽게 평

가할수록 가상 점포에 대한 방문 의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 오프

라인 점포를 실제로 방문하려는 의도 또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 심상적 처리 과정, 구매지

향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추론적 처리 과정을 통해 경험 만족을 평가하

였다. 실험 1의 결과와 동일하게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은 점포 경험 상

황에서도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활성화 시키고 추론적 처리 과정을 저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상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패

션 소비자들이 가상 점포 경험을 만족스럽게 느끼고 가상 점포 및 오프

라인 점포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여 통해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쇼핑 경험에 있어 소비자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규명

하였다. 또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제품 유형 및 소비자 쇼핑 동기의 조절역할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쇼핑 상황에 따른 경계 조건의 발견에 기여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실증적 실험을 설계하고, 소비자의

체험을 기반으로 가상 쇼핑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수집하였다.

자극물 또한 실제로 상용화 되어 있는 가상현실 점포를 제시하여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소

비자 반응 연구의 방법론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리테일 실무자들은 몰입형 가상현실 쇼핑 환경에

서의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고, 추후 가상현실 쇼핑의 발전 방향 및 마케

팅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상현실, 원격실재감, 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

단성, 경험 만족

학 번 : 2016-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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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소

비 패턴을 비롯한 삶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대

중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

나들며 제품을 구매한다. 이는 소비자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

며, 리테일러는 제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

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혁신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정보의 표현 방식뿐만 아

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킨다.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과 달리,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는 소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제품을 간접적으로 경

험하게 된다. 따라서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있어 제품 정보의 제시

형식은 소비자의 정보 획득, 정보처리 과정 및 그로 인한 구매의사 결정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ozma, 1991). 그러나 온라인 쇼핑 환경

에서는 정적인 2차원의 제품 사진과 문자 정보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제품 제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온라인이 제공하는 높은 접

근성과 편이성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물리적 제품의

소재, 촉감, 맞음새 등과 같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소비자는 쇼핑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효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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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자극, 판타지적 체험을 통한 미적 즐거움 등 쾌락적인 혜택을 추

구한다(Batra & Ahtola, 1990; Chitturi, Raghunathan, & Mahajan,

2008). 쾌락적 소비의 개념을 제안한 Hirshman and Holbrook(1982)은

소비 과정에서 상상, 즐거움과 감정을 자극하는 감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험적 소비'의 개념 또한 쇼핑 과정에서의 다감각적이고

다차원적인 경험이 소비자에게 인상 깊은 기억을 남겨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Pine II & Gilmore,

1998). 쾌락적 쇼핑 가치는 미학적이고 경험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쇼핑 경험에서의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통해 지각된다

(Babin, Darden, & Griffin, 1994; Chitturi et al., 2008; 이미영, 2005; 한

경열, 전원재, 박주영, 2009). 쾌락적 가치의 전달과 관련하여 주로 오프

라인 쇼핑 채널을 대상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온라인

채널에서도 쾌락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연구의 범위가 온라인 쇼핑 맥락으로 점차 확장되었다(Bruke, 1999;

Hoffman & Novak, 1996; Overby & Lee, 2006).

특히 쾌락재(hedonic product)이면서 경험재(experiential product)로

분류되는 대표적 제품군인 패션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거래의 절반이 넘

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Nielsen, 2016). 온라인 채널이 확장됨에 따

라 패션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제품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Zhang et al., 2010). 그러나 여전히 패션 제품 구매의

80%가 전통적 구매 채널인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Sporn & Tuttle, 2018), 이러한 결과는 패션 제품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쾌락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패션은 기능

뿐만 아니라 감성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디자인을 핵심 가치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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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유승희, 김주연, 황용섭, 2012), 패션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다감각

적인 체험이 쇼핑 채널의 선택(Nicholson, Clarke, & Blakemore, 2002)

및 제품 평가(Blázquez, 2014; Merle, Senecal, & St-Onge, 2012; Citrin

et al., 2003)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경험적,

감각적 정보 전달의 부족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패션 쇼핑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Blázquez, 2014).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몰입형 가상현실(immersive virtual

reality) 기술은 이용자에게 더욱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과 다차원적인 제

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은 안경 형태의 헤

드셋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를 착용하여 가상의 자극

에 감각을 완전히 몰입시킴으로써, 매체에 의해 매개된 환경(mediated

environment) 속에서 느끼는 실재감 및 현실감을 극대화하고 몰입감을

강화시키는 유형의 시스템을 말한다(이재현, 2004). 몰입형 가상현실 시

스템은 디스플레이의 착용과 컨트롤러의 사용으로 이용자가 시각뿐만 아

니라 청각 및 운동감과 같은 다중감각적 요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 환경의 물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박명진, 이범준, 2004).

따라서 쇼핑에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될 경우, 온라인 쇼핑의 장점인 접

근성 및 편이성은 유지하면서도 감각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소비자에

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 제품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주로 제품을 제시하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인 생동감(vividness)과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특성은 가상 환경

에서의 이용자 경험에 핵심이 되는 원격실재감(telepresence)을 결정짓는



- 4 -

변수이며, 이 때 원격실재감이라는 것은 매체를 통해 매개된 환경에서

느끼는 실재감을 말한다(Steuer, 1992). 원격실재감은 가상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몰입감으로(Hoffman & Novak. 1996; Lombard &

Ditton, 1997), 이는 매체를 통해 전달된 정보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고

또한 매체로 인해 매개된 환경 안에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경

험으로 정의된다(Steuer, 1992). 생동감은 이용자의 감각에 정보를 얼마

나 생생하게 전달하는지, 즉 매개된 환경의 표현적 풍부함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성은 사용자가 가상환경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수정

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Steuer, 1992).

많은 연구가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제시 환경의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소비자의 제품 경험에 대한 만족(Ozok &

Komlodi, 2009; Papagiannidis et al., 2013), 제품 태도 및 구매의도

(Jiang & Benbasat, 2007; Li, Daugherty, & Biocca, 2002; Ozok &

Komlodi, 2009; Papagiannidis et al., 2013; Schlosser, 2003; Steinmann,

Kilian, & Brylla, 2014; Verhagen, Vonkeman, & van Dolen, 2016)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매체의 특성이 실재감을 높여 제품

사용과 관련된 생생한 정신적 심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풍부하고 생생한 감각적 자극과 상호

작용 경험을 통해 이용자의 높은 참여와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서(박명진, 이범준, 2004), 본질적으로 2차원 평면 스크린과 같은 비몰입

형 가상현실에 비해 심상 처리 모드를 원활히 하여 제품에 대한 호의적

인 반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경험의 효과에 있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나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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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동기와 같은 요인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로 다른 매체들 간 기

술적 수준의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제품 자극으로도 주로 노트북(Lee,

2012), 카메라(Li, Daugherty, & Biocca, 2002, 2003; Schlosser, 2003)와

같은 기능적인 제품이 사용되었다. 제품의 속성은 정보의 검색, 획득 전

략 및 구매 결정과 같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Levin, Levin, & Heath, 2003), 정보의 심상적 처리에 있어서도 각 제품

이 지닌 서로 다른 특성에 따라 정신적 심상을 잘 유발하는 정도에 차이

를 지닐 수 있다(Babin, Burns, & Biswas, 1992). 같은 맥락에서

MacInnis and Jaworski(1989)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들은 심상적 정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반면, 보다 감성적이고 표

현적인 제품의 경우 정신적 심상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고 논의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쇼핑 동기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

로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소비자 반응에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Hoffman and Novak 1996; Laurel 1991). 몇몇 선행연구에서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제품의 주요 속성(Roggeveen et al., 2015; Suh &

Lee, 2005) 및 소비자의 쇼핑 동기(Jung, Min, & Kellaris, 2011; Petrova

& Cialdini, 2005)에 따라 제품 정보 제시 형식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체 풍요도 이론(media richness theory; Daft &

Lengel, 1986)에 따르면 매체의 기술적 수준이 높을수록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이 사용자가 추구하는 목

적에 부합할 때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

서 높은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을 지닌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상현실 경험에 있어 제품 속성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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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쇼핑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추후 컴퓨터 시스템의 지배적인 운영체제(computing

platform)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Goldman Sachs, 2016), 또한 비

즈니스를 위한 신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Gartner, 2017). 빠른 기

술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 하드웨어 기반의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인

Oculus Lift 및 HTC Vive의 가격이 하락하고 Samsung Gear VR,

Google Cardboard 등 스마트폰 기반의 저렴한 기기들이 보급되는 한

편, 최근에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체형 기기인

Oculus GO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면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리테일러

및 마케터들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으나(Van Kerrebroeck, Brengman, & Willems, 2017), 진보된 몰

입형 가상현실 기술이 소비자의 쇼핑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

시와 점포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패션 쇼

핑에 있어 가상현실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상현실 쇼핑에 대한 실제 소비자 체험을 통해 제품 및 점포 경험에 대한

반응을 수집할 것이다. 또한 제품 유형 및 소비자 쇼핑 동기와 같은 쇼

핑의 상황적 요인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제품 및 점포에 대한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상현실 환경에

서의 제품 경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추후 가상현실 쇼핑의 발전 방향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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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패션 쇼핑에 있어 가상현실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쇼핑 경험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현실 쇼핑 환경에서의 제품 평가 및 경험 만족에 있어 소비자

의 정보처리 기제를 규명하고,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유

형, 소비자의 쇼핑 동기와 같은 쇼핑의 상황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의 학문적

축적에 기여하고, 실무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 상황에서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규명하고, 가상현실 유형 및 제시되는 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차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 정보의 제시에 있어 평면

스크린과 마우스를 이용한 비몰입형 가상현실, 헤드셋 디스플레이와 컨

트롤러를 사용하는 3차원 몰입형 가상현실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비교함

으로써 제품 검토 과정에 있어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규명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보 제시 환경의 기술적 수

준이 높을수록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아직 쇼핑 상황에서 비몰입형, 몰입형 가상현실을 구분

하여 가상현실의 유형이 소비자 반응에 야기하는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

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몇몇 연구는 제시되는 제품의 본질

적 특성에 따라 정보 제시 환경의 높은 기술적 수준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션 제품은 소비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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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체험이 제품 평가에 매우 중요하며, 몰입형 가상현실은 이미지의

감각적 속성을 강화하고 과장시킨다는 점에서 패션 제품의 가치를 전달

하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제시하는 기술

및 매체의 특징이 사용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할 때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몰입형에 비해 몰입형

가상현실은 패션 제품의 진단성 지각 및 가치 평가에 있어 더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 제시 측면에서 가상현실의 유형 및 제시되는 제품의 유형이 소비자

의 제품 진단성 지각 및 제품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가

상현실 쇼핑 환경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내는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소비자의 제품 검토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 상황에서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규명하고, 가상 점포에서 경험하는 원격실재감의 영향과 서로 다

른 쇼핑 동기에 따른 소비자 반응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점포환경을

통한 소비자의 쇼핑 경험은 점포 접근, 제품 구매 등으로 연결되며, 특히

패션 쇼핑의 경우 제품이 제시되는 공간의 분위기나 쇼핑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실재감 및 환상감이 쇼핑 채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가상현실 점포는 매체를 통해 매개된 환경에 소비자를

위치시켜 극대화된 원격실재감을 경험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격실재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용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쇼핑 맥락에서 몰입형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원격실재감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점포를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어떠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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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경험 만족과 점포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따라 점포 내 경험 및 정

보처리 전략, 행동반응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쇼핑 동기 요인

이 가상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살펴볼

것이다. 리테일러 및 마케터는 가상현실 기술의 활용을 통해 가상 쇼핑

환경에서의 실재감을 높여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구체적이고 감

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패션제품의 핵심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쇼핑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 및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몰입형 가상

현실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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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시와 가상점포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상현실의 개념 및 가상현실 매체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후 마케팅 분야의 선행 연구를 통해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그로 인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리테일 점포환경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가상현실 점포 경험

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가상현실의 개념 및 특성

본 절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가

상현실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가상현실 시스템의 유형을 소개한 뒤,

가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기술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가상현실의 개념과 유형

(1) 가상현실의 개념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1989년 Jaron Lanier에 의해 대중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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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했으나, 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기술 중심적 입장

에서는 가상현실을 “인간의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로 채워진 대안적 세계”,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들어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창출해낸 시뮬레이션 환경” 등으로 정의

하고 있고, 사이버 문화적 관점에서는 “육체 이탈의 욕망을 실현 시켜주

는 기계”, “현실 세계에 필적하는 탈 물질적인 세계, 네트워크화된 시각

적 세계인 사이버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 정의한다

(이재현, 2004).

경험주의적 입장에서는 가상현실을 특수한 형태의 경험으로 봐야 한

다고 주장한다. Steuer(1992)는 “지각자가 원격실재감(telepresence)을 경

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 된 환경”으로 가상현실을 정의하였

고, 여기에서 원격실재감이란 매체에 의해 매개된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실재감(presence), 즉 가상의 환경 속에 스스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

은 느낌을 말한다. Lombard and Ditton(1997)에 따르면 원격실재감은 지

각적 몰입, 즉 특수한 유형의 몰입으로 정의된다. 이는 가상 환경이 이용

자의 지각 시스템과 통합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인 몰입이 기술적

수준과 관련된 객관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반면 원격실재감은 주관적인

몰입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박명진, 이범준(2004) 또한 가상현실을 “컴퓨

터를 이용해 창조한 가상환경 속에서 인간 감각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

든 사이버 스페이스 세계”로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기술 중심적,

사이버 문화적, 경험 중심적 정의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나, 경험과 체험

을 중요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을 통한 감각

적 몰입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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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er(1992)는 특히 기술 중심적 정의에 다양한 가상현실의 수준을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차원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는데, 경험주

의적 입장에서 궁극적인 가상현실은 현실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

로 완전한 원격실재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한 매체들은 몰입 경험의 정도, 즉 원

격실재감의 수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이재현, 2004).

(2) 가상현실 시스템의 유형

가상현실 시스템은 3D TV나 데스크탑 컴퓨터와 같이 스크린이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창문형 시스템,

뉴스 날씨 코너와 같이 사용자의 이미지를 그래픽 배경과 합성시켜 화면

속의 사용자 이미지가 거울처럼 움직임을 반영하는 거울형 시스템, 탑승

장치를 조정하여 가상 세계 속에서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탑승형

시스템, 대형 화면으로 둘러싸인 방이나 밀폐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동

굴형 시스템, 안경처럼 착용하는 헤드셋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상의 자극

에 감각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몰입형 시스템, 실제 세계의 장면과 3D 가

상 객체를 중첩시켜 보여주는 증강현실 시스템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몰입형 시스템은 출력장치

인 헤드셋 디스플레이와 입력장치인 조이스틱 컨트롤러 또는 데이터 글

로브 등을 이용해 실제 환경의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외부 자극에 방해

받지 않고 가상 세계와 그 안의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Martín-Gutiérrez et al., 2017). 또한 몰입형 시스템은 머리와 몸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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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체 움

직임과 감각을 가상 환경에 결합시킴으로써 이용자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유형의 가상현실이라 할 수 있다(Bohil, Alicea, & Biocca, 2011; 박명진,

이범준, 2004).

2. 가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

(1) 매체의 특성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매체의 발달은 메시지의 표현 방식을 변화시킴

으로써 사람들의 지각 방식과 의사소통 체계 또한 변화시킨다(McLuhan,

1964/2006; 손현지, 2010).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특히 시각적 이미

지의 생산 및 전달 방식이 변화하였으며, 이미지가 소통의 주요한 수단

으로 부상하면서 문자의 이해보다 이미지의 체험이 중요해졌다. 심혜련

(2006)은 이에 대해 디지털 매체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상호작

용하는 형식을 제시함에 따라 인간의 지각 방식 또한 공감각적 체험을

통한 다중적인 지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매체는 단순

히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

의 변형을 통해 인간 지각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Mcluhan(1964/2006)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주장에 함축적이고 집약

적으로 담겨져 있다. 매체의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Mcluhan의 논의

이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매체가 내포하

고 있는 특성이 이용자의 정보처리 과정 및 그로 인한 성과에 미치는 영



- 14 -

향을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정보처리 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을 확장시킨 Daft and

Lengel(1986)의 매체 풍요도 이론(media richness theory)은 본래 효율적

인 조직 관리를 위해 각 과업이 요구하는 정보의 양과 매체가 전달 가능

한 정보량이 일치할 때, 즉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을 매체

가 잘 지원할 수 있을 때 과업에 대한 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매체 풍요도(media richness)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

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 내에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Daft & Lengel, 1986). 이러한 매체의 능력, 즉

매체의 풍요도 수준은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매체의 반응

속도나 상호작용 능력을 의미하는 즉각적 피드백 역량, 문자나 이미지,

소리 등 얼마나 다양한 유형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이

용 가능한 단서 및 의사소통 경로의 수, 개인화 수준 및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 다양성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달려 있다(Daft &

Lengel, 1986; Daft & Wiginton, 1979). 매체 풍요도 이론에서는 매체의

내재적 특성인 풍요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과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풍요도를 지닌 매체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이후 이용자의 매체 선택 및

선호, 이용 행동, 나아가 마케팅 자극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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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

한 편 기술 발전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비롯한 신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많은 연구가 매체의 역량과

가상 경험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였다(Sheridan, 1992; Slater & Usoh,

1993; Steuer, 1992; Witmer & Singer, 1998). Steuer(1992)는 가상현실

매체를 기존의 다른 매체와 분류하고 비교하기 위해 매체의 기계적 차이

가 아닌 매개된 환경에서의 이용자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경험주의적 관

점에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모든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 때 이용자 경험의 핵심은 매개된 환경에 몰입하여 실제

와 유사하게 지각하게 되는 특수한 경험, 즉 ‘원격실재감(telepresence)’을

말하며, 가상현실은 이용자가 원격실재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실제 또는

실제처럼 만들어 낸(simulated) 환경으로 정의되었다. Steuer(1992)는 이

용자의 원격실재감 지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생동감(vividness)과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두 개의 차원으로 제시하

였다.

생동감은 매체가 이용자의 감각에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 즉 매개된 환경의 표현적 풍부함으로 정의된다(Steuer, 1992). 이는

매체의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에 달려있으며, 매체의 생동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다시 감각 폭(sensory breadth)과 감각 깊이(sensory

depth)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감각 폭은 매체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감각적 차원의 수를 지칭하는데, 즉, 매체가 신체의 운동감각, 청각, 촉

각, 미각, 시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를 말한다. 매체가 제공하는 감각적 정보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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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면적으로 동시에 제공받음으로써 지각을 강

화할 수 있다. 감각 깊이는 각각의 지각적 의사소통 경로의 해상도, 즉

감각 정보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더 높을수록, 소리의

음질이 더 좋을수록 감각 깊이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은 사용자가 매개된 환경의 형태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변

형시키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Steuer, 1992). 이는 시스

템의 반응 속도, 가상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 가능 범위, 사용자의 행동을

가상 환경에 반영하는 방식 등과 같은 매체의 기술적 구조에 의해 결정

된다. 상호작용의 속도(speed of interaction) 또는 응답 시간(response

time)이 빠를 경우, 사용자의 동작이 매개된 가상 환경에 즉시 반영됨으

로써 가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인 상호작용의 범위(range of interactivity)는 이용자

가 조작 가능한 속성의 수와 각 속성 내에서 가능한 변화의 폭으로 결정

되며, 즉 가상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세 번째 요인은 인간의 실제 행동이 가상 환경 내의 행동과 연

결되는 방식을 말하는 맵핑(mapping)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에 사용되는

컨트롤러의 유형과, 각 컨트롤러의 동작이 가상환경 내에 반영되는 방식

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맵핑 방식이 우리의 지각 시스템에서 자연스럽

게 느껴질수록 가상 환경에 대한 이해도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Steuer(1992)가 제시한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두 가지 차원은 소비자 마

케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

되는 자극의 속성을 결정하고 가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적

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Coyle & Thorson, 2001; Klein, 2003;

Vonkeman, Verhagen, & van Dol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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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

본 절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 반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품 제시 형식과 소비자

반응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달된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정보처리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제품 유형에 따

라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

려하여,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제품 제시가 소비자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제품 유형의 조절효과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상 제품 경험과 소비자 반응

(1) 제품 진단성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제품을 직접 만지거나 사용하면

서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도 있지만, 입소문이나 카탈로그, 광고,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직접 경

험은 매개되지 않은 현실에서 제품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하며, 이 때 소비자는 인간의 모든 감각적 역량을 활용하여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이고 다감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경험 방식을 스스로 관리하고 경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이러

한 상호작용은 정서적으로도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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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Millar & Millar, 1996). 직접 경험은 간접적 경험에 비해 소비자

의 태도나 행동 반응에 더 큰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erger & Mitchell, 1989; Smith & Swinyard, 1988), 이에 매체를 통한

간접적 제품 경험을 실제와 더욱 유사하게, 현실감 있게 제공하려는 노

력이 이어져 왔다.

제품 진단성(product diagnosticity)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제품

평가에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Jiang

& Benbasat, 2004; Kempf & Smith, 1998; Pavlou & Fygenson, 2006;

Pavlou, Liang, & Xue, 2007), 제품 진단성 지각은 제품 평가 및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2007;

Kempf & Laczniak, 2005). Kempf and Smith(1998)는 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처리와 반응에 지각된 진단성이 핵심적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실

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처리를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

지만,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의 가상적 제품 경험 또한 소비자에게 제품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Verhagen et al., 2016). 진단성이 높은 매체는 제품에 대

한 실제적인 느낌을 제공하여 제품 평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구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

게 된다(Pavlou et al., 2007; Pavlou & Fygenson, 2006). Pavlou and

Fygenson(2006)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제품 구매 상황에서의 제품 진단

성을 소비자가 해당 웹사이트가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를

내포하는 신념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제품 진단성이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제품 구매의도 및 구매 행

동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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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특성과 진단성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제품 정보에 대한 학습을

보조하는 매체의 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은 매체의 인터페이스가 얼

마나 풍부한지에 대한 소비자 지각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전달된 정보

가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제품 판단에 있어 소비

자가 진단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며(Herr, Kardes, & Kim, 1991), 일반적

으로 풍부한 형식을 제공하는 매체일수록 정보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Daft, Lengel, & Trevino, 1987). 매체의 기술

적 특성인 생동감 및 상호작용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학습을

높임으로써 제품 진단성을 향상시키며(Park & Hopkins, 1993), Jiang

and Benbasat(2004,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 진단성은 쇼핑 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상 제품 경험에 대한 소비자 반응

Li, Daugherty, and Biocca(2001, 2002, 2003)는 시각화 기술이 발전하

면서 다양해진 경험의 종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개념적으로 개인과 사물 또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

터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감각적 차원의 수에 따라 직접 경험(direct experience), 간접

경험(indirect experience), 가상 경험(virtual experience)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가상 경험은 ‘이용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

해 구현된 3차원의 객체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

리적 상태’로 정의되었으며, 가상 경험은 간접 경험과는 매체에 의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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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물리적 제품의 이미지와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 경험과도 공통점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Li

et al,.2001, 2002, 2003).

가상 제품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매체의 기술적 속성인 생

동감과 상호작용성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 정보를 이미지, 비디오

등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매체를 통한 가상 제품 경험과 소

비자 반응의 관계를 탐구하였다(Coyle & Thorson, 2001; Jiang &

Benbasat, 2007; Kim, Fiore, & Lee, 2007; Klein, 2003; Li et al., 2002;

Ozok & Komlodi, 2009; Steinmann et al, 2014; Suh & Chang, 2006;

Verhagen et al., 2016). Coyle and Thorson(2001), Klein(2003)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생동감을 제품 이미지 형식(정적인 사진 자극 vs. 동적인 비

디오 자극)과 음성 및 소리 정보의 제공 여부로 조작하고, 상호작용성을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선택 가능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옵션의 개수

로 조작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품 제시 형식의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소비자의 웹사이트 및 제

품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02, 2003)은 가상현실의 개념을 온라인 쇼핑 맥락으로 확장

시키면서, 가상 제품 경험을 제품의 3차원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는 경험

으로 정의하였다. 두 편의 연구를 통해 2차원 제품 광고에 비해 3차원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지식, 브랜드 태도 및 제품 구매의도를 더 향상시

킴을 확인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에서 가상 제품 경험(virtual product

experience) 또는 가상현실 형식(virtual reality format; VR format)이라

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사진이나 비디

오와 같은 2차원 형식과 상호작용 가능한 3차원 이미지 형식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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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공통적으로 3차원 형식을 통해 제품을 경험했을 때 소비자

의 감정(Ozok & Komlodi, 2009; Steinmann et al., 2014), 태도 및 구매

의도(Steinmann et al., 2014; Suh & Chang, 2006), 만족감(Ozok &

Komlodi, 2009)이 더욱 긍정적이었으며, 3차원 형식을 통한 제품 경험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h & Chang, 2006). 또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생동감 및 상호작용성은

3차원 형식으로 제시되었을 때가 2차원 형식일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Ozok & Komlodi, 2009; Steinmann et al., 2014; Suh &

Chang, 2006).

Jiang and Benbasat(2004)은 가상 제품 경험 상황에서 소비자의 진단

성 지각은 매체가 제공하는 시각적, 기능적 통제 수준에 달려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 때 시각적 통제 수준은 소비자가 웹상에 제시되는 제품 이

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지, 즉 제품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살

펴볼 수 있는지를 말하며, 기능적 통제 수준은 소비자가 제품의 다양한

특징 및 기능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매

체가 시각적, 기능적 통제를 제공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

의 진단성 지각과 제품 경험에 대한 몰입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Jiang and Benbasat(2007)은 후속연구에서 정적인 2차원 이미지 보다 비

디오 및 가상 제품 경험(virtual product experience; VPE) 조건에서 소

비자의 진단성 지각이 더 높게 나타남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

각된 진단성이 제품 정보를 제공한 웹사이트의 유용성 지각 및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재방문 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증강현실 광고 맥락에서 진행된 조재욱, 성정연(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 광고와 증강현실 광고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증강현실 광고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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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진단성 지각을 높이고 제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증강현실 매체의 특징인 미디어 풍

요성과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제품 품질 평가를 도와 긍정적 태도를 형

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상 제품 경험에 있어 매체의 기

술적 수준, 즉 생동감 및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제품, 브랜드, 쇼핑 채널

에 대해 더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패션 제품의 평가에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며, 따

라서 이러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몰입형 가상현실 매

체의 특성은 패션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경험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가 상용화되고 대중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

은 지난 2016년으로, 특히 쇼핑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이 이

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CHO Alliance, 2016; 최원석, 강다영, 최세

정, 2017). 심리치료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의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Bohil et al,, 2011, McLay et al.,

2014), 쇼핑 맥락에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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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가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상 제품 경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였다. Schnack, Wright, & Holdershaw(2019)

는 3차원의 가상 슈퍼마켓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한 집

단은 데스크탑 컴퓨터의 스크린과 마우스를 이용해 쇼핑 과정을 체험하

도록 하고(비몰입형 가상현실 조건) 다른 집단은 헤드셋 디스플레이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체험하도록 하였다(몰입형 가상현실 조건). 분석

결과, 몰입형 가상현실 조건의 피험자들은 비몰입형 가상현실 조건의 피

험자들 보다 몰입감과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원격실재감을 더 높게 지

각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가상 환경에서의 쇼핑 행동이 실제 슈퍼마

켓에서의 구매결정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했으며, 연구자들은 이

를 바탕으로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쇼핑 체험이 실제 현실에서의 소비

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제품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능력에 있어, 몰입형 가상현실 조건이 비몰입형 가상현

실 조건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가 슈퍼마켓

쇼핑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가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보다는 익숙한 제품을 선택하거나 가격 정보만을 사용하

여 구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Woo(2018)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현실과 가상현실 두 개의 조건

으로 나뉘어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실

조건보다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을 진행한 조건에서 경험에 대한 즐거움

과 제품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에 대한 즐거움이 실험 조건과

제품 태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 경험보다 가상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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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몰입형 가상현실에 대한 신

기함이나 놀라움과 같은 감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추후 가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

러 요인을 고려하고, 보다 다양한 소비 맥락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소비자 정보처리 메커니즘

정신적 심상(mental imagery)은 대상에 대한 특정 자극이나 기억을

정신적으로 떠올리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Richardson, 2013),

MacInnis and Price(1987)는 감각 정보를 작업 기억에서 재인

(representation)하여 처리하는 일종의 정보처리 모드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심상 처리 과정은 실제와 유사한 제품의 사용 상황을 정

신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데(Schlosser, 2003),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함으로써 우호적인 제품 평가를 이끌어 내며(Peck

& Barger, 2009) 제품 태도(Bone & Ellen, 1992), 제품 선호 및 구매의

도(Oliver, Robertson, & Mitchell, 1993)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같

은 맥락에서, 가상 제품 경험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매체를 통

해 전달된 정보가 제품 사용과 관련된 생생한 정신적 심상을 떠올리게

할 경우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으로, 매체의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정신적 심상 처

리를 원활히 하여 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 Krishna, 2012; Roggeveen et al., 2015; Steinman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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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그러나 정보처리 모드는 크게 감각적 정보처리 과정인 심상적 처리

모드(imagery processing mode)와 추론적 처리 모드(discursive

processing mode)로 구분될 수 있다(MacInnis & Price, 1987). 정보가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있어, 심상적

처리 모드와 관련하여 몰입-심상 모델(transportation-imagery model)에

서는 제시되는 정보가 생생한 심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MacInnis & Price, 1987;

Green & Brock, 2000). 반면, 추론적 처리 모드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

나인 인지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tty &

Cacioppo, 1986)에서는 제시되는 정보가 처리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인지

적 정교화를 이끌어내어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생성된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특정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 두 가지 모드는 동시에 일어

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판단에 대해 두 모드 중 하나가 더 우세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Lee, 2012; MacInnis & Price, 1987;

Petrova & Cialdini, 2008; Schlosser, 2003).

(1) 추론적 처리 모드(discursive processing mode)

추론적 처리 과정은 단어, 숫자와 같은 언어적 정보 및 상징과 같은

추상적 정보의 부호화(encoding), 인지적 반응, 판단에 대한 규칙이나 전

략적 사고 등 정보에 대한 의미론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의 처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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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cInnis & Price, 1987; Petrova & Cialdini, 2008). 일반적으로 추론

적 처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처리자로

간주하며,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의 생각 및 인지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

었다(Lee, 2012).

소비자의 추론적 처리 모델을 설명한 Petty and Cacioppo(1986)의 인

지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에서는, 정보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 반응이 서로 다른 두 경로를 통해 형성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소비자는 특정 정보에 대해 신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깊게 사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지적

노력을 적게 들이거나 감정적인 느낌에 따라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휴리

스틱(heuristic)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때 전자는 중심

경로(central route), 후자는 주변 경로(peripheral route)로 구분되며, 이

때 두 정보처리 경로는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깊은 수준의 인지적 정보처

리, 즉 인지적 정교화의 양(amount)에서 차이를 지닌다(Petty &

Cacioppo, 1986;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정교화 가능성(elaboration likelihood)이란 정보의 수신자가 정보와

관련된 깊은 사고를 수행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에 주의를 기

울이려는 수신자의 동기 및 개인의 자극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쇼핑 환경, 커뮤니케이션 상황, 또는 개인적 특성 등이 정보처리와 관련

된 소비자의 동기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 즉 정교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중심 경로를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가 발생한다. 이 때

소비자는 정보의 핵심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인지

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반면, 정교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소비자의 정보

처리는 광고 모델이나 배경 음악과 같은 감정적 단서 또는 주변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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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주변 경로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Petty

& Cacioppo, 1986;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이러한 추론적 처리 메커니즘과 인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통해 소

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이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추론적 처리

과정만으로는 모든 형태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

며, 특히 현상론적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

다. 몇몇 연구자가 대안적 정보처리 메커니즘으로 심상적 정보처리 모드

를 제안하였으며, 이 때 심상적 처리가 추론적 처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로 다른 기

능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논의하였다(MacInnis & Price, 1987; Green &

Brock, 2000).

(2) 심상적 처리 모드(imagery processing mode)

심상적 처리 과정은 생각, 감정, 기억 등에 대한 비언어적이고 구체적

인 감각적 표상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다(MacInnis & Price, 1987;

Petrova & Cialdini, 2008). 심상적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 정보는 부

정적인 인지적 반응의 감소, 감정적 반응 또는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경

험을 통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심상적 정보처리 방식

은 인지적 정교화와 논리적 고려를 통해 정보의 설득력이 강화되는 추론

적 정보처리 방식과는 구분된다(Green & Brock, 2000; Schlosser, 2003,

Lee, 2012).

정신적 심상의 선명함은 자극 자체의 특성 및 개인이 이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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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억의 용량에 달려 있으며(Bywaters, Andrade, & Turpin, 2004),

일반적으로 정신적 심상을 잘 떠올리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자

극이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자극보다 더 잘 회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aval & Wyer, 1998; MacInnis & Price, 1987). 정신적 심상을 통해

처리된 정보는 기억의 감각 부호뿐만 아니라 의미 부호에도 저장됨으로

써 의미론적 과정으로만 처리된 정보보다 더 높은 접근성을 지니게 되며

(Childers & Houston, 1984; Houston, Childers, & Heckler, 1987), 따라

서 제품 정보가 정신적 심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제시될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제품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isielius & Sternthal, 1986).

또한, 심상적 처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심상은 정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Bolls. 2002; Petrova &

Cialdini, 2008). Green and Brock(2000)은 매체를 통한 가상 환경 및 이

야기에 대한 이용자의 몰입과 즐거움을 설명하는 몰입-심상 모델

(transportation-imagery model)을 제안하였다(Green, Brock, &

Kaufman, 2004). 여기에서 가상 환경의 이야기 속으로 ‘이동

(transportation)’하는 것은 그 속에 강하게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 주의 집중, 상상, 감정이 통합적으로 융합된 정신적 과정으로 정의되

었다(Green & Brock, 2000). 가상 환경의 이야기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몰입 및 집중, 상상(imagery)은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

때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소비자는 잠시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은 신념, 태도 및 행동 의도를 재

구성하여 다시 현실 세계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반영된다.

심상을 떠올리는 것은 또한 상당한 정신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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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신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품의 특정 속성 평가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holistically)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Petrova & Cialdini, 2008). 이를 소비자가 제품 경험을 상상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심상적 처리 과정에 대입했을 때, 정신적 심상이 소비자를

또 다른 현실에 몰입하도록 하고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며 정보에 보다

전체적으로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추론적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와는 다

른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 가상 제품 경험에 대한 소비자 정보처리 메커니즘

추론적 처리 과정과 심상적 처리 과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어

느 한 쪽이 우세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로 다른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

질 수 있다(Epstein, 1991; MacInnis & Price, 1987). 정신적 심상의 효과

는 인지적 자원의 가용성에 의해 매개되며(Bone & Ellen, 1992;

Unnava, Agarwal, & Haugtvedt, 1996), 제시되는 자극이 구체적일수록

제품의 사용상황에 대한 심상적 처리가 더 원활하게 일어나 소비자 반응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MacInnis & Price, 1987). 인지 정교화 가능성

또한 개인의 인지적 자원 및 능력, 인지적 처리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Petty & Cacioppo, 1986).

생동감 있는 3차원 이미지는 2차원 이미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구체

적이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Ozok & Komlodi, 2009), 인

지 부하를 줄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Sebrechts

et al., 1999). 또한 다중 단서들은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고 눈에 띄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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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의를 집중시키며(Daft & Lengel, 1986; Dennis & Kinney, 1998),

제품 제시 방법의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제품 경험에 대한 참여를 증가

시킨다(Ozok & Komlodi, 2009). 가상 제품 경험의 이러한 특성과 소비

자의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제품 제시 형식은 심상적, 추론적 처리 과정 모두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 어떤 처리

과정이 소비자의 반응에 더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Schlosser(2003)와 Lee(2012)의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가상 제품 경험 맥락에서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Schlosser(2003)의 연구에서는 제품 제시 형식의 상호작용성이 소비자

의 정보처리 과정과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극물로는 카메라 브랜드의 웹사이트가 제시되었으며, 상호작용성이 낮

은 조건의 사이트에서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사진과 제품 설명 텍스트

가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상호작용성이 높은 조건의 사이트

에서는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조작해 볼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설명은 카메라를 조작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작에 따

라 나타나도록 설계되었다. 분석 결과 제품 제시 형식의 상호작용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제품 제시 방법의 상호작용성이 생생한 정신적 심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제시 형식의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제

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추론적 정보처리의 지표로 사용된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Lee(2012)의 연구에서는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소비자의 태도 강도(attitude strength)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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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태도 강도는 태도 접근성

(attitude accessibility)과 태도 자신감(attitude confidence) 두 가지로 측

정되었다. 여기에서 태도 접근성은 가상 제품 경험 이후 대상 제품에 대

해 형성된 태도에 얼마나 빨리, 즉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

하며, 대상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본인의 태도(싫다/좋

다)를 최대한 빠르게 응답하도록 하는 별도 과제를 통해 반응 시간을 측

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노트북 컴퓨터의 이미지와 제품

설명을 확인하였으며, 제품 제시 형식은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 정적인 2

차원 이미지와, 확대 및 축소, 회전이 가능한 3차원 이미지 두 가지로 조

작하였다. 분석 결과, 심상적 정보처리 경로의 경우 3차원 제품 제시 형

식은 소비자의 태도 접근성 및 태도 자신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정신적 심상의 생동감과 지각된 진단성(diagnosticity)을 매개

하여 두 종류의 태도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추론적 정보

처리 모드의 경우, 인지적 정교화 수준은 제품 제시 형식이 태도 접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3차원

제시 형식일 때 보다 2차원 형식으로 제시되었을 때 인지적 정교화 수준

이 더 높았으며,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태도 접근성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차원 제시형식이 소비자의 태도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추론적 처리 모드를 통한 부정적 영향보다

심상적 처리 모드를 통한 긍정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Schlosser(2003)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상 제품 경험이 소비자 반

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심상적 정보처리 모드가 더 우세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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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유형이 소비자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몰입형 가상현실 매체는 풍부하고 생생한 감각적 자극과 상호작용 경

험을 통해 기존 매체에 비해 이용자의 높은 참여와 몰입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박명진, 이범준, 2004).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이 높은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의 생생한 정신적 심상을 불러 일으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몰입형 가상현실 매체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심상적 정보처리를 원활히 하고 보다 강한 인상을 남겨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가상 제품 경험과 소비자 반응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는 제품 유형에

따라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품의 속성은 크게 실용적 속성과 쾌락적 속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제품의 실용적 속성은 이용자의 필요와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도

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되며, 쾌락적 속성은 이용자에게 즐거움,

재미 및 기쁨을 느끼게 하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속성과 관련된다

(Batra & Ahtola, 1990; Hirschman & Holbrook, 1982; Strahilevitz &

Myers, 1998). 대부분의 소비재는 이러한 두 가지 속성 차원 모두를 다

양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나(Batra & Ahtola, 1990) 소비자는 각 제품

의 두드러진 속성에 기반을 두고 제품의 특징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

며, 따라서 실용재(utilitarian goods)와 쾌락재(hedonic goods)로 제품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Dhar & Wertenbroch, 2000).

실용적 제품은 기능적이거나 실제적인 과업 달성이나 기능적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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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같이 도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목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을 말하

며, 가전, 컴퓨터와 같은 제품이 실용재로 분류될 수 있다. 실용적 제품

의 소비는 인지적, 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이

루어진다(Dhar & Wertenbroch, 2000). 쾌락적 제품은 소비 과정에서 미

적이거나 감각적인 즐거움 및 기쁨, 환상감, 재미 등을 느끼게 하는 제품

으로, 디자이너 의류, 고급 시계, 스포츠카 등이 쾌락재로 분류될 수 있

다. 쾌락적 제품의 소비는 정서적,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다(Dhar & Wertenbroch, 2000).

한 편 제품 유형은 탐색적, 경험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탐색재

(search goods)와 경험재(experience goods)로 분류될 수도 있다(Huang,

Lurie, & Mitra, 2009; Klein, 1998; Weathers, Sharma, & Wood, 2007;

Wells, Valacich, & Hess, 2011). 탐색재와 경험재의 구분은 소비자가 제

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

를 기준으로 한다(Nelson, 1970). 탐색재는 소비자가 구매 전후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비교적 명확하고 구매 전 물리적 접촉을 통한 제품 검토

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책과 같은 제품을 말하며, 경험재는 패션 제품과

같이 구매 전에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비교적 어려우며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해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Nelson, 1970).

Weathers et al.(2007)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투입하

는 노력은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라도 소비자가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 탐색재로 분류될 수도 있고 경험재

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매체의 종류 및 특성과

같은 잠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소비자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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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탐색재와 경험재를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소비자가 제품 평가

를 위해 자신의 감각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클수록 제품은 경험적 속

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경험재로 분류되며, 반면 텍스트로 제공되는 제품

특징과 같은 간접적 정보(second-hand information)가 제품에 대한 평가

에 적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제품은 탐색적 속성을 더 많이 가

지는 탐색재로 분류될 수 있다. 즉, 탐색재의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과 같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경험

재의 평가에는 시각, 촉각과 같은 감각을 이용한 생생한 경험이 중요하

게 작용한다(Weathers et al., 2007).

제품을 실용재와 쾌락재, 탐색재와 경험재로 구분함에 있어 실용재와

탐색재, 쾌락재와 경험재는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최재원,

이홍주(2011)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용재와

탐색재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쾌

락재와 경험재는 감성적 또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각 비

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각 속성의 정의에 있어 탐

색재의 평가 시에는 실용재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인지적 이해가 중요하

며 경험재의 평가 시에는 쾌락재와 마찬가지로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도 실용재와 탐색재, 쾌락재와 경험재 관

련 제품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고 실용적-쾌락적 속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제품이 질감, 부드러움, 중량, 온도와 같은 다양한 소재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평가에 있어 제품을 만지고자 하는

동기, 즉 감각적 경험 동기를 더 크게 가지게 되는데(Klatz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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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erman, 1992; Peck & Childers, 2004), 패션 제품과 같이 제품 평가

에 촉감 단서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의 경우(Holbrook, 1983)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전 패션 제품을 책이나 음반 등 다른 제품군에 비

해 더 오래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eck & Childers, 2004). 그러나 온

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제품의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를 경험하기 어

렵기 때문에 제품 유형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이렇게 감각적 경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쾌락재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능력을 저해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확실성과 위험 지각을 높

인다(Huang et al., 2009; Wells et al.,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추가적 정보

의 제공 유무는 실용재보다 쾌락재의 품질 인식 및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Huang et al., 2009; Wells et al., 2011). 또한 Weathers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의 생동감 있는 시각적 이미

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 제품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확실성이 완

화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쾌락재 구매 조건에서만 확인되었다. 반면 타

인의 제품 후기 정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실용재 구

매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정신적 심상을 통한 소비자의 제품 정보처리에 있어 MacInnis and

Price(1987)는 특히 쾌락적이고 상징적인 제품의 경우 심상을 더 잘 불

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상 처리 모드를 통해 소비자 만족에 더 큰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며, Babin et al.(1992) 또한 각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심상을 잘 유발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슷

한 맥락에서, MacInnis and Jaworski(1989)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고 기

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들은 소비자의 심상적 정보처리를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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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반면, 보다 감성적이고 표현적인 제품의 경우 정신적 심상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Roggeveen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실용재와 쾌락재를 대상으로,

역동적인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호텔 숙박, 커피 메이커, 과일과 초콜릿, 샴푸 등 유/무형의 다양한 제품

자극이 제시되었으며, 제품 유형 조건에 따라 제품의 특징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텍스트로 제공되었다. 피험자들은 제시된 두 가지 제품 사

진 또는 영상과 함께 설명을 확인하고, 실용재와 쾌락재 중 하나를 선택

하였다. 정적 제시 형식 조건에서는 사진 이미지가, 동적 제시 형식 조건

에서는 영상 또는 사진 슬라이드 쇼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역

동적인 제품 제시 형식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신

적 심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 때 쾌락재에 대해서만 소비

자의 지불 의사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Suh and Lee(2005)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주요 속성

이 감각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가상 제

품 경험을 통해 속성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제품을 virtually high

experiential(VHE) 제품으로, 그렇지 않은 제품의 경우 virtually low

experiential(VLE) 제품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VHE 제품으로는 컴퓨터

책상, VLE 제품으로는 컴퓨터가 선정되었으며, VLE 제품 조건일 때 보

다 VHE 제품 조건일 때 가상 제품 경험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태도,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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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

1. 점포 경험과 소비자 경험 만족

(1) 소비자 경험 만족

소비자 경험 만족은 소비 경험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

가를 말한다. 소비자 만족은 일반적으로 소비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기

대 및 예상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반영하며(Hernon & Whitman,

2001), 소비 경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기반으로 형성된 소비자의 정서

적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Verhoef, Franses, & Hoekstra, 2002). 종합하

면, 소비자의 경험 만족은 소비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즐거움, 감

성적 평가와 함께 해당 경험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는 소비자의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Batra & Ahtola, 1990; Hirshman

& Holbrook, 1982; Homburg, Koschate, & Hoyer, 2006).

소비와 관련된 경험은 소비자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긍

정적인 소비 경험은 소비자에게는 실용적, 쾌락적 가치를 전달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제품 판매, 브랜드 자산과 같은 유익한 가치를 창출한다

(Gentile et al., 2007). 이 때 만족은 경험을 통해 창출되는 중요한 결과

요인이자(Homburg et al., 2006), 소비 이후의 소비자 행동 예측에 효과

적인 변수이기도 하다(Netemeyer et al., 2004). 소비자의 경험 만족은

특정 브랜드 및 유통채널에 대한 재방문(Bloemer & Ruyter, 1998), 고객

충성도(Neslin & Shankar, 2007), 구전(Babin et al., 2005) 등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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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브랜드 자산의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Torres & Tribó, 2011),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

하여 소비자의 경험 만족을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

다.

(2) 점포 경험을 통한 소비자 경험 만족

소비자는 쇼핑 과정에서 점포 환경을 통해 가치를 지각하고 이를 토

대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다(Kerin, Jain, & Howard,

1992; Michon et al., 2007; Shukla & Babin, 2013). 점포환경의 매력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의 평가, 점포 방문, 만족, 제품 구매 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Vieira, 2010), 점포환경의 디자인을 통해 형성된 점포 분위기

(atmosphere)는 소비자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수단이 된다(Kotler, 1973). 특히 현대 소비자는 쇼핑 과정 자체를 즐

기며 제품과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정은, 이정교, 2010), 최근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 소비의 대상으로 대

두됨에 따라 점포환경에서의 감각적 체험과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전

달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은주, 이미아, 이미영, 2012).

점포환경은 오프라인 매장의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되지만(Bitner,

1992; Lam, 2001), 온라인 채널을 통한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가상공간으로 점포환경의 개념이 확장되었다(Shergill &

Chen, 2005; Zhou, Dal, & Zhang, 2007). 리테일 맥락에서 소비자의 경

험 만족은 일반적으로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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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Macintosh & Lockshin, 1997), 경험적 소비의 개념을 제안한

Hirschman and Holbrook(1982) 또한 제품과 서비스, 쇼핑 환경과의 상

호작용이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리테일러들은 점

포환경의 조성을 통해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특히 패션과 같이 쾌락적이고 경험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여

전히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경험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온라인 쇼핑

의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Blázquez, 2014).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 온라인

의 가상공간에도 매력적인 점포 환경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인상 깊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Kozinets et al., 2002), 그중에서도 몰

입형 가상현실 매체는 감각적 현존감, 즉 원격실재감을 통해 실제 오프

라인 점포에서 쇼핑을 하는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다. Blázquez(2014)는 특히 온라인 패션 쇼핑의 소비자 경험 향상에 가

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경험 경제 시대의 패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인상적이고

뛰어난 점포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 지

각이 채널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논의하였다.

2. 가상 점포에서의 원격실재감과 소비자 반응

Hirschman and Holbrook(1982)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연구들이 제품

의 다중감각적 특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의미론적 측면에만 집중하였으며, 감정적이고 심상적인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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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온라인 매체의 등장 이

후 가상 환경에서의 쇼핑에 있어서도 경험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매개된 환경을 통한 경험적 가치의 전달과 관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ruke, 1999; Hoffman & Novak, 1996;

Overby & Lee, 2006).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제품 정보의

전달이라는 마케팅적 기능을 넘어 시즌 컨셉이나 디자이너 철학, 창작

과정 등을 전달하는 감성적, 사회적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홍윤정,

2010), 가상성을 통한 체험적 특성 또한 강화되고 있다(김송미, 김이경,

2013; 이지현, 이은혜, 2011). 소비자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소비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경험은 인상 깊은 기억을 남기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Pine II & Gilmore, 1998).

(1) 원격실재감

실재감(presence)의 정의가 특정 환경 내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환경

에 대해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지각이자 감각이라면, 원격실재감

(telepresence)은 매체를 통해 매개된 환경에서의 실재감, 가상의 환경

속에 스스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말한다(Steuer,

1992).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Steuer(1992)는 가상현실이 이용자에게 원격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즉, 가상현실

매체가 제공하는 핵심적 경험이 바로 원격실재감이라 할 수 있다. 원격

실재감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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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으며, 이 때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매개하는 공간에 존재한다고 느

끼는 이용자의 환상감(illusion)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후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및 행동과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원격실재감을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 경험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다루었다(Rodríguez-Ardura

& Martínez-López, 2014).

연구자에 따라 가상 실재감(virtual presence), 공간적 실재감(spatial

pres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가상 환경에서의 몰입감

(immersio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원격실재감과 몰입감의 관계에 대해

Lombard and Ditton(1997)는 원격실재감이 매체가 유발하는 특수한 유

형의 몰입이라 하였는데, 몇몇 연구에서는 몰입감을 원격실재감의 특징

으로 보거나(Mollen & Wilson, 2010) 몰입감과 원격실재감을 동일한 개

념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Kim & Biocca, 1997; Nowak & Biocca,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실재감, 공간적 실재감, 가상 환경에

서의 몰입감 등의 용어를 원격실재감으로 통일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Shih(1998)는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의 원격실재감을 온라인 가상 매

장에서도 오프라인 리테일 점포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점포 공간에 소비

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경험으로 정의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제

품의 감각정보 및 제품과 소비자 간 실제 상호작용을 얼마나 유사하고

밀접하게 구현해 내는지가 원격실재감 수준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Sheridan(1992)은 원격실재감의 결정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째는 온라인이 전달하는 감각 정보가 실제 자극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말

하는 감각 정보와 실제 자극의 유사도, 두 번째로는 제품의 앞면과 뒷면

을 돌려보는 것과 같이 자극을 이용자가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말

하는 자극의 제어 수준, 다음으로는 자극에 대한 수정 가능성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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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열어보거나 색상을 바꿔보는 등 자극을 얼마나 수정할 수 있는지

를 말한다.

한 편 경험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다. 각각의

경험은 사건과 개인의 내적 상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Pine II

& Gilmore, 1998). Steuer(1992)는 원격실재감을 결정짓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으로 정리하고, 가상 경험은 사용자 개인의

의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의 기술적 특성 차원이 각 이용자

의 원격실재감 지각에 기여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

였다. Shih(1998) 또한 원격실재감이 기술에 의해 유도되기는 하지만, 본

질적으로 사용자의 내적 인식에서 생성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

의 특성보다는 기술 이용으로 인한 경험적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 원격실재감과 소비자 반응

원격실재감은 가상 쇼핑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Mollen &

Wilson, 2010), 즐거움(Shih, 1998), 소비자의 쇼핑 가치 지각(Fiore, Kim,

& Lee, 2005), 소비자 태도(Klein, 2003; Suh & Chnag, 2006), 제품 지식

획득과 구매의도(Li et al., 2002; Suh & Chang, 2006), 재방문의도(Fiore

et al., 2005; Kim & Biocca, 1997; Mollen & Wilson, 2010), 브랜드 가

치 및 브랜드 자산(Nah, Eschenbrenner, & DeWester, 2011)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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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원격실재감은 기억의 재생산, 예

측적 구성, 또는 상상력의 활성화를 통해 사고의 정교화를 수반하는데

(Kim & Biocca, 1997), 이는 기술의 사용에 있어 즐거움을 강화하며 이

러한 원격실재감의 능력은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에서 오는 쾌락적

소비 경험을 제공한다(Hirschman & Holbrook, 1982). 원격실재감 경험

에는 이용자의 환상감, 상상력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과

유희성이 포함되며(Shih, 1998), Hirschman and Holbrook(1982)은 소비

경험이 다중감각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내적 만족

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Batra & Ahtola, 1991; Chitturi et al.,

2008; Hirschman & Holbrook, 1982). 또한 쾌락적인 경험은 전이 효과

(carry-over effect)를 가진다. Menon and Kahn(2002)은 인터넷 쇼핑 과

정에서 웹사이트나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소비자가 즐겁고 흥분되는 경

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쾌락적 경험이 후속적으로 소비자의 높은 접근

의도 및 브라우징 행동,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탐색, 판촉 활동에

대한 강한 반응 등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즉 목표 달성 및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이성

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평가를 내린다. 반면 경험적, 쾌락적

소비의 관점에서 소비자는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경험에서 발생하는 오락

적 재미, 환상감, 흥분, 일탈감이나 즐거움에서 가치를 지각한다

(Hirschman & Holbrook, 1982). 이 때 쾌락적 소비의 다중감각적 측면

은 맛, 소리, 향기, 촉감 및 시각적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감각 양식을

통한 경험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이러한 감각적 입력을 부호화하여 인상

및 느낌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신적 심상을 생성함으로써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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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반응한다. 원격실재감이 제공하는 경험의 특징과 쾌락적 소비 시

의 소비자 처리 기제를 고려했을 때, 원격실재감이 높게 지각될수록 정

신적 심상을 통한 정보처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체 심리

학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지적 정교화 및 정신적 심상 처리 기

제에 원격실재감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Wirth

et al., 2007).

마치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격 실재감은 이용자의 몰입

을 유발하며, 이 때 몰입은 가상 환경에 대한 생생한 정신적 심상과 관

련된다(Green & Brock,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

하는 신호들은 공상, 환상과 같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인지 및 정신적 심

상을 자극할 수 있다(Biocca, 2003; Gordon et al., 2009). Li et al.(2001)

은 온라인 커머스 상황에서 소비자의 원격실재감이 가상 쇼핑 경험의 기

반이 됨을 확인하였으며, 가상 환경의 3D 제품 시뮬레이션이나 쇼핑 환

경이 소비자의 정신적 심상을 더 현실적이고 정교하게 만든다고 논의하

였다.

Song, Fiore, and Park(2007)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패션 쇼핑 맥락에

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원격실재감과 정신적 심상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

였는데, 피험자들은 가상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품을 조합하여 입어

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제품에 대한 가상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제품 사용과 관련된 유쾌한 정신적 심상을 생

성하여 온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later(2002)의 확장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 노

출에 의해 발생하는 쾌락적이고 긍정적인 정보처리 기제는 인지적 정교

화 기제와 호환되지 않는다. 즉, 매체를 통한 쾌락적 경험은 주의를 산만



- 45 -

하게 하고, 이용자의 인지적 정교화를 줄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Skalski et al.(2009)은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컨텐츠가 매체를 통해 전달

되었을 때, 원격실재감이 설득적 메시지에 대한 기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3. 쇼핑 동기가 소비자의 점포 경험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에 의해 매개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은 크게 목적지

향적(goal-directed) 행동과, 체험적(experiential) 행동의 두 가지로 분류

해 볼 수 있다(Hoffman & Novak, 1996). 쇼핑 맥락에서 소비자의 목적

지향적 행동은 특정한 제품의 구매 또는 계획된 소비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외재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즉 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

동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실용적 이익의 추구와 관련되며 제품

이나 서비스의 구매라는 목표 및 과업의 달성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

다. 반면 소비자의 체험적 행동은 즐거운 경험과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

한 것으로, 쾌락적 이익 및 온라인 환경을 탐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 자

체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Hoffman & Novak, 1996; Moe, 2003).

본 연구에서는 쇼핑 상황에서의 목적지향적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소비

자가 가지는 쇼핑의 과업 및 목적이 구매임을 고려하여 연구의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구매지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구매지향적 행동에 있어 소비자는 제품 또는 제품 정보의 획득과 같

은 특정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며, 구매 전 제품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같은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를 지닌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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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정

확히 형성하기 위해, 경험보다도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

로 탐색하고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Hoffman

& Novak, 1996; Janiszewski, 1998; Schlosser, 2003). 한편 체험적 행동

의 경우 소비자는 미적이고 오락적인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가치를 추구

하기 때문에, 쇼핑 과정에서의 즐거운 경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Hoffman & Novak, 1996; Janiszewski, 1998; Schlosser, 2003). Bloch,

Ridgway, and Sherrell(1989)은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들의 브라

우징(browsing) 행동을 구매 의도 없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거나 오락

적으로 제품을 탐색하는 쇼핑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특히 경험적 소비

의 관점에서 쇼핑 경험 중 행해지는 소비자의 정보 검색 활동은 제품의

실용적 기능에 대한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

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된다(Fiore & Kim, 2007). 따라서 쇼

핑 동기는 소비자의 쇼핑 경험과 정보처리 전략, 감정반응 및 태도와 행

동반응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Babin et al., 1994),

Argyriou(2012)의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특성이 정신적 심상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가 이성적이기보다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동기가

제품 탐색 및 쇼핑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체

험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환경에서 더 큰 즐거움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hilders et al., 2001; Joines, Scherer, &

Scheufele, 2003; Johnson et al., 2004; Novak, Hoffman, Yung, 2000;

Solomon 1999; Wolfinbarger & Gilly 2001). Schlosser(2003)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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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에서도 소비자의 정보처리 동기를 제품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탐색(구매지향적 동기)과 미적인 경험(체험적 동기) 두 가지로 조작하고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수준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

다. 분석 결과,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상호작용성 수준이

높은 웹사이트보다 상호작용성 수준이 낮은 웹사이트 조건에서 더 긍정

적인 제품 태도를 보인 반면,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의 경우 반대

로 상호작용성 수준이 높은 웹사이트 조건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이 때 상호작용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제품 사진과 함께 텍스트 정보

가 제공되었고, 상호작용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이용자가 제품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따라 설명이 나타나도록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이

러한 결과에 대해,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에게는 텍스트 정보

를 한 번에 빠르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쾌락적이고 환상적인 쇼핑 환경은 소비자의 감정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데(Hirshman & Holbrook, 1982),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매지향

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각성과 흥분을 유발하는 환경에 부정적 반응

을 보이는 반면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흥분된 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내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

다(Kaltcheva & Weitz, 2006). 오락적 광고의 효과를 확인한 Jung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배너 광고에 비해 소비자가 게임을 수

행할 수 있는 오락적 광고가 제시될 경우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제품

구매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비자가 구매지향

적 동기를 가질 때에는 이러한 오락적 광고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형 가상현실 매체가 3차원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을



- 48 -

통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특징을 지

니고 있으며 몰입적 환경이 강력한 감정적 충격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가상현실 점포를 통한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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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델 및 연구 가설

제 1 절 가상현실 쇼핑 환경에 대한 소비자 반응 모델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시 및 점포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한 개념적 연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 정

보처리 과정이 지니는 중요성과 다양한 영향 요인에 대해 그간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가

가상현실로 구현된 쇼핑 환경에서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가상현실 쇼핑 환경은 소비자들의 쇼핑 과

정을 지원하고 최종 구매결정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의 맥락을 확장하여 새로운 쇼핑 환경인

몰입형 가상현실이 야기하는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가상현실 쇼핑 환경이 제품 평가 및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확인하고, 또한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이 제품 유형과 소비자 쇼핑 동기와 같은 쇼핑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제품 제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몰입형 가상현실과 비

몰입형 가상현실 쇼핑 환경이 제품 검토를 위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

과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가상 환경에서의 정보처리에

있어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유형이 지니는 효과를 확인할 것이

다. 실험 2는 실험 1의 논의를 점포 경험 맥락으로 확장하여,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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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기제와 경험 만족에 대한 가상현실 점포 환경 내 쇼핑 경험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따른 가상현실 점

포 환경에서의 소비자 반응 차이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

안된 모델을 통해 몰입형 가상현실 쇼핑의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

함으로써 추후 패션 쇼핑에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1. 가상현실 쇼핑 환경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현실 쇼핑 환

경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환경은 크게 몰입형과 비몰입형

의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몰입형 가상현실은 비몰

입형 가상현실에 비해 높은 기술적 수준이 적용되어 이용자의 원격실재

감을 보다 강화시킨다. 가상환경에서의 이용자 경험은 정보를 제시하는

형식 및 기술적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Sheridan, 1992; Steuer,

1992), 가상현실 쇼핑에 있어 정보가 제시되는 가상현실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상현실 환경은 원격

실재감을 통해 이용자를 몰입시키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는 각 이용자 개인의 내적 인식에서 주관적으로 생성되는 경험이기 때문

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Pine II & Gilmore, 1998; Shih, 1998; Steuer, 199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실험 1에서 제품이 제시되는 가상현실 유형을 조작하여 서로

다른 가상현실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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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원격실재감

수준을 측정하여 가상현실 쇼핑 환경의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먼저 가상현실의 유형에 따라 정보의 시각적 제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처리 전략(Kozhevnikov & Dhond, 2012), 현실감

및 실재감 지각 수준(Bae et al., 2012)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가상

제품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서로 다른 매체 또는 제시 형식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비교하였다. 많은 연구가 사진과 비디오(Coyle &

Thorson, 2001; Klein, 2003; Roggeveen et al., 2015), 2차원 이미지와 3

차원 이미지(Lee, 2012; Li et al., 2002, 2003; Ozok & Komlodi, 2009;

Steinmann et al., 2014; Suh & Chang, 2006) 형식이 소비자 반응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으며, 정보를 제시하는 형식 및 매체의 기술적 수

준이 높을 때 소비자 반응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차원

평면 스크린을 통해 가상 환경을 들여다보는 형식인 비몰입형 가상현실

에 비해 3차원 공간을 1인칭 시점으로 둘러볼 수 있는 몰입형 가상현실

은 기술적 수준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정보의 제시에 있어 시각적, 운동

감각적으로도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 탐색 방식에

도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유형을 몰입형,

비몰입형 환경으로 제시하고 가상현실 환경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차

이를 규명할 것이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채널이 제공할 수 없었던 물리적 공

간의 감각적 자극과 분위기까지 전달하며,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인 원격실재감을 발생시킨다

(Fiore et al., 2005; Shih, 1998; Song et al., 2007). 원격실재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원격실재감의 개념 정립과 함께 매체의 어떤 특성이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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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감 생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Sheridan, 1992;

Steuer, 1992). 쇼핑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들 또한 가상 제품 제시 상황

에서 정보를 제시하는 매체의 특성과 원격실재감의 관계에 주목하였으

며, 주로 원격실재감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Fiore et al., 2005; Kerrebroeek et al., 2017; Kim & Biocca, 1997;

Klein, 2003; Li et al., 2002; Nah et al., 2011; Suh & Chnag, 2006). 한

편 Steuer(1992), Shih(1998)와 같은 몇몇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매체의

기술적 수준이 이용자의 원격실재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원

격실재감은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상 경험에 있

어서도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이용자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점포를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반응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2. 가상현실 쇼핑 환경과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

몇몇 연구가 3차원 이미지와 상호작용 하는 제품 제시 형식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상 제품 경험은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추론적 정

보처리 과정보다는 생생한 정신적 심상의 유발을 통한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에 의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 결과가 보

고되고 있으나(Lee, 2012; Schlosser, 2003), 가상현실 쇼핑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먼저 가상현실 유형이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반적으

로 비디오나 오디오와 같은 감각적 매체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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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비해 자기 해석적이기 보다 직관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메시

지를 전달하며, 인지적 정교화 가능성을 낮추고 자극에 대한 선호도와

같은 주변 경로를 통해 수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tty &

Cacioppo, 1986). 한편 시각적 정보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시될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소비자는 정신적 심상을 보다 잘 떠올릴

수 있게 된다(Kisielius & Sternthal, 1986). 몰입형 가상현실은 이미지를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으며 영상적, 청각적, 촉각적 경험을 통해

직감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박명진, 이범준, 2004). 심상적 처리 과정이

비언어적이고 구체적인 감각적 표상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MacInnis & Price, 1987; Petrova & Cialdini, 2008), 이러한 몰입형 가

상현실의 본질적인 특징은 추론적 정보처리 보다도 심상적 정보처리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몰입형 가상현실에 비해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은 이용자의 지각적 주의를 이미지와 감각에 더욱 집중시

키며, 따라서 제품이 몰입형(vs. 비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 제시되었

을 때 심상적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각된 원격실재감 수준이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을

때,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원격실재감은 내재적으로 즐거움, 유희성, 환

상감과 같은 쾌락적 측면을 지니며(Shih, 1998) 쾌락적 소비 경험의 다

중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은 정신적 심상을 활성화 시킨다(Hirschman

& Holbrook, 1982).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격실재감은 제품 사용과 관련

된 정신적 심상을 생성시키고(Li et al., 2001; Song et al., 2007), 정신적

심상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상력, 공상, 환상의 활성화(Biocca, 2003;

Gordon et al., 2009; Kim & Biocca, 1997)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패션 소비자는 점포 환경을 통한 감각적 체험 및 상호작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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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중요시하며, 이를 고려했을 때 가상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

격실재감은 소비자의 정신적 심상 처리 기제를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원격실재감과 인지적 정교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가 수행되지 않았는데, 실재감이 지닌 쾌락적이고 경험적인 속성이 인

지적 정교화에 투입되어야 할 인지 자원을 줄이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인지적 정교화 처리 과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Slater,

2002).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정보처리 경로를 모

두 포함한 통합적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의 검정을 통해 몰입형 가상현

실을 통한 쇼핑 경험에 있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

다.

3. 제품 유형과 소비자 쇼핑 동기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쇼핑 환경의 효과를 규명함에 있어 쇼핑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쇼핑 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유형과 소비

자의 쇼핑 동기를 제안하고, 이러한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먼저 제품의 유형은 제품이 내재적으로 지닌 두드러진 속성을 기준으

로 크게 실용재와 쾌락재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Batra & Ahtola, 1990;

Hirschman & Holbrook, 1982; Strahilevitz & Myers, 1998), 제품의 유

형에 따라 제품 평가를 위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나 수준

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유형은 소비자의 정보처리 전략 및 쇼핑 행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har & Wertenbroch, 2000; Hu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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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Weathers et al., 2007; Wells et al., 2011). 쾌락적 제품 유형의 평

가에는 생생한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에

있어 심상적 처리 모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cInnis & Price,

1987; Roggeveen et al., 2015). 몰입형 가상현실은 보다 풍부한 감성적,

감각적 정보의 전달을 통해 심상 처리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강

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쾌락적 제품의 특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며,

따라서 쾌락적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몰입형 가상현실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추론적 사고를 통한 제품 검토 및 인지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실용적 제품의 경우,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이 인지

적 정교화를 저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 동기 또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 및 쇼핑과 관련된 판단에 광

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Babin et al., 1994; Janiszewski, 1998;

Schlosser, 2003). 쇼핑 동기를 구매지향적 동기와 체험적 동기로 구분해

봤을 때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체험적 동기를 가지

는 소비자는 쇼핑 과정에서의 미적이고 오락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

는 경향이 있다(Janiszewski, 1998; Schlosser,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상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

를 가질 때 더 크게 나타났다(Jung et al, 2011; Petrova & Cialdini,

2005; Schlosser, 2003). 특히 쇼핑 동기와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의 관

계에 있어 소비자가 이성적이기 보다 경험적이고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경우 정신적 심상 처리 과정이 더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Argyriou, 2012),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가상현실 환경에

서의 쇼핑 경험이 정신적 심상을 통해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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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비자가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질 때는 감각적이

고 쾌락적인 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Jung et al., 2011;

Kaltcheva & Weitz, 2006),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Kaltcheva & Weitz, 2006). 따라서 구매를 위해 제품을 면밀히 검토하

기를 원하는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인지적 처리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 가상 점포 경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모델에서는 가상현실 쇼핑 환경이 정보처리 과정을 매개하여 소비

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제품 유형, 소비자의 쇼핑 동기를 조절변

수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은 [그림 3-1]에 제시하였다.

[그림 3-1] 가상현실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 반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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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는 몰입형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패션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에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제품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 및 지불 의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다음으로 리테일 점포환경 연구의 맥락에서 가상현실 점포 경험이

소비자의 경험 만족 및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제안하였다.

1.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

치는 영향

연구문제 1.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 및 지불 의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비몰입형 가상현실에 비해 이용자의 가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두 가지 기술적 차원인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측면

에서 더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 제시 형식의

기술적 수준이 높을 때 가상 제품 경험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더 긍정적

으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특히 몰입형 가상현실은 소비자의 제품 진단

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적 정보 전달 측면에서 더 우수하며,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실제적 느낌을 더 잘 구현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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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가상현실 유형에 따라 소

비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몰입형 가상현실은 비몰입형 가상현

실에 비해 더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가설 1-1. 가상현실 유형이 몰입형일 때(vs. 비몰입형일 때) 소비

자가 지각하는 제품 진단성이 더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대상에 대한 반응을 형성한다.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몰입형

가상현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3차원의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시하며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상적 처

리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제품이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시될 경우, 소비자는 심상적 처리

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신적 심상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직관적이고 비언어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추론적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인지적 정교화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제품이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시될 경우 소비자의 추론적 처리 수준

이 약화되어 인지적 정교화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정

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 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 편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

치는 영향은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상한다. 쾌락재는 정신

적 심상을 더 잘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상 처리 모드를 통

해 소비자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실용재의 경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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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심상적 정보처리를 저해할 수 있으며 실용재의 판단에는 정보의 인

지적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쾌락재가 제시될 경우에는 정신적 심상

처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때 제품 진단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며, 실용

재가 제시될 경우 소비자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때 제품

진단성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연구가설 1-2.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인지적 정교화 및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는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

될 것이다.

(a) 제시되는 제품이 쾌락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

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상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b) 제시되는 제품이 실용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

치는 영향은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제품 진단성이 높을 때 소비자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 진단성이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가설 1-3. 제품 진단성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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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구문제 1 확인을 위한 연구 모델

2.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이 소비자 경험 만족에 미

치는 영향

연구문제 2.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이 소비자의 경험 만족 및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점포 환경을 통한 감각적 체험과 상호작용은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은 소비자가 물리적

점포 환경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인상 깊은 경험인 원격실재감을 제공한

다. 원격실재감은 소비자의 가상 쇼핑 환경에 대한 참여와 즐거움, 경험

을 통한 쇼핑 가치 지각, 긍정적 태도 및 재방문 의도 등 긍정적 반응으

로 이어진다. 그러나 원격실재감은 각 개인의 내적 인식에서 생성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동일한 경험이라도 사람마다 수준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패션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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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실재감을 측정하고자 하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경험 만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

다.

연구가설 2-1. 가상현실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은 소비

자의 경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편 가상현실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소비자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상한다.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심미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추구하는 반

면,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제품 정보에 대한 효율적 획득

과 면밀한 검토를 추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경

험에 대한 선호는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질 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질 때에는 이러한 경험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질

때 원격실재감 경험이 경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다. 또한 소비자가 이성적이기 보다 경험적이고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경

우 가상 환경 자극에 대한 정신적 심상 처리 과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

으며 체험적 동기를 지니는 소비자가 경험 지향적인 반면 구매지향적 동

기를 지니는 소비자는 정보를 해석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가상현실 점포 경험을 통한 원격실재감이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처리 기제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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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2.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는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a)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지닐 때,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만족

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상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b) 소비자가 구매지향적 동기를 지닐 때,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가상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추후 소비자의

점포 접근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가

상현실 점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오프라인 점포를 그대로 온라인에 재

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쾌락적 경험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과 같

은 후속 행동에 전이효과를 가짐을 고려했을 때, 가상 점포에 대한 소비

자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해당 가상현실 점포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 의도 또한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가설 2-3. 가상현실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만족은 (a)

가상현실 점포, (b)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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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문제 2 확인을 위한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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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단계를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패션 제품 제시와 점포 경

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두 개의 독자적인 실

험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검정을 위한 연구의 구성

및 절차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연구의 구성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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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이 소비자의 패션 쇼핑 경험에 가져

올 변화에 주목하여,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 및 점포 경험이 소비자

의 정보처리 과정과 그로 인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유통 환경에 적용되어 있는 가상현실 자극을 활용해

소비자의 가상현실 쇼핑 체험을 진행하고 해당 경험에 대한 응답을 수집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의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실

제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패션 쇼핑에 있어 가상현실 기술의 효과적 적

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험 1은 가상현실 제품 제시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문제 1을 규명

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작용 기능을 지원하는 3차원 가상현실 이미지 자

극을 활용한 제품 제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이미지 형식은 가

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제품 제시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구축된 현대백화점의 VR 스토어에서도 제품 제시 형식으로 활용되

었다. 실험 1에서는 가상현실의 유형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와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가상현실 유형: 몰입형 vs. 비몰입

형) × 2(제품 유형: 쾌락재 vs. 실용재) 집단 간 설계로, 몰입형 가상현

실 조건에서는 일체형 가상현실 기기인 Oculus Go를 사용하고([그림

3-5] 참고), 비몰입형 가상현실 조건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체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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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Oculus Go

자료원: Oculus(https://www.oculus.com/go/)

패션 제품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

각 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제

품을 제시해야 하는 실험 1에서는 패션 산업의 주 소비자층인 20-30대

여성임을 고려하여 패션 제품 자극물을 선정하고 20-30대의 여성 소비

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2는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

제와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2는 연구를 점포 경험 맥락으로 확장하고, 실제로 운영

되고 있는 유니섹스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가상현실 점포를 자극물로 사

용하여 연구 대상 또한 남녀 소비자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소비

자 쇼핑 동기에 따른 집단 간 설계로 피험자 집단 별로 두 가지 쇼핑 동

기(체험적 동기 vs. 구매지향적 동기) 조건의 시나리오 지시문이 제공되

었으며, 피험자들은 일체형 가상현실 기기인 Oculus Go를 사용하여 실

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 점포를 체험하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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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가상 경험

가상 경험, 가상 제품 경험 또는 가상 점포 경험이라는 용어는 간접

경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간접 경험에는 친구의

제품 사용 후기나 잡지 광고 등 직접 경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경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

칭하는 가상 제품/점포 경험은 Li et al.(2001)의 정의를 따른다. 가상 제

품/점포 경험은 이용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된 3차원의 객

체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Li

et al., 2001). 이 때의 가상 경험은 직접, 간접 경험과 모두 구분되면서도

매체에 의해 매개된 경험이라는 점에서 간접 경험과 공통점을 가지며,

제품 이미지 및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 경험과

도 공통점을 지닌다(Li et al,.2001, 2002, 2003).

(2) 가상현실 유형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유형을 몰입형과 비몰입형으로 구분한다. 몰

입형 가상현실은 헤드셋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한 손에 움켜쥐는 컨트

롤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비몰입형 가상현

실은, 컴퓨터를 통해 상호작용 가능한 3차원 제품 이미지와 같은 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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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컨텐츠를 경험하는 경우에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과 마우스를 사용하

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본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와 같

이 스크린을 통해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시스템은 창문형 시스템이라 지

칭하지만(이재현, 2004), 본 연구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을 기준으로 차

이를 강조하기 위해 몰입형-비몰입형 가상현실로 구분하였다.

(3) 소비자 쇼핑 동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쇼핑 동기를 체험적 동기와 구매지향적 동기

로 구분한다. 체험적 동기는 쇼핑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이

익이나 경험 자체를 지향하는 소비자 동기를 지칭한다. 구매지향적 동기

는 쇼핑 과정에서 특정한 제품의 구매 또는 계획된 소비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는 소비자 동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상현실은 헤드셋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한 손에 움켜쥐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목적지향적, 또는 과업

지향적 동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쇼핑의

과업 및 목적이 구매임을 고려하여 연구의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

기 위해 ‘구매지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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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1: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

정보처리 전략 및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연구 방법

쇼핑 맥락에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이 제품 진단성 및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제품 평가에 있어 몰입형과

비몰입형의 두 가지 가상현실 유형 조건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다. 실험 1을 위한 자극물 선정, 설문 문항의 구성, 실험 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극물 선정

실험 1에서는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3차원

이미지를 제공하는 Sketchfab(https://sketchfab.com) 웹사이트를 활용하

여 제품 모델들을 수집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실용재와 쾌락재를 각각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사전조사 1에서는 총 10개의 제품 모델을 수집하

여 정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제품 유형 조작 점검을 위해 소비자가 지각

하는 각 제품의 실용적, 쾌락적 속성 수준을 검토하였다. 사전조사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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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용재, 쾌락재가 각각 2개씩 선정되었으며, 사전조사 2에서는 선정

된 4개의 제품을 3차원 상호작용 형식으로 제시하고 제품 자극물 선정의

적합성을 재확인하였다.

(1) 사전조사 1: 제시 제품 선정

자극물 선정을 위해 먼저 Sketchfab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자가 실용

재 5개, 쾌락재 5개, 총 10개의 3차원 제품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제품 유형이 잘 구분되고 실용재, 쾌락재로 적절히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각 제품의 실용적-쾌락적 속성 수준을 확인하

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1은 2018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

힌 3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20-30대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9.26세이며, 만 23세부터 36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사

전조사 1의 제품 자극은 정지된 이미지로만 제공되었으며, 집단 내 설계

로 이루어졌다. 모든 피험자는 10개의 제품 이미지를 보고 제품 태도와

관련된 세 개의 문항에 5점 의미 미분 척도로 응답한 뒤, 제품 유형 조

작 점검을 위해 소비자가 지각한 각 제품의 실용적-쾌락적 속성 수준을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답하였다(0=완전히 실용적이다, 100=완전히 쾌

락적이다). 이 때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함

께 제공되었다(Roggeveen et al., 2015).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 성별 및 연령을 기록하고 설문이 종료되었다. 사전조사 1에서 사용한

제품 이미지 자극은 [그림 4-1]에, 설문지 구성은 [표 4-1]에 각각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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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출처

제품 속성

지각

이 제품의 실용적-쾌락적 속성에

대해 0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0점= 완전히 실용적인 제품이다 ~

100점= 완전히 쾌락적인 제품이다)

Roggeveen et

al. (2015)

제품 태도

매력적이다 – 매력적이지 않다

Orth & Crouch

(2014)
호감이 가지 않는다 – 호감이 간다

아름답지 않다 – 아름답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
성별(선다형), 연령(개방형)

수집된 응답은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기본적 기술통계, t-검정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4-1] 사전조사 1의 제품 자극물 이미지

자료원: Sketchfab(https://sketchfab.com)

[표 4-1] 제품 자극물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1의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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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적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제품 유형이 실용재, 쾌락재로 인

식되면서 동시에 5점 척도의 중간 수준인 3점을 기준으로 제품 태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제품 4개를 선정하였다. 제시된 10개의 제품 중

실용재로는 제품 2(카메라; M제품속성=32.81, M제품태도=3.35)와 제품 10(탁상

용 선풍기; M제품속성=33.32, M제품태도=3.15), 쾌락재로는 제품 3(가방; M제품

속성=76.13, M제품태도=2.88)과 제품 7(선글라스; M제품속성=74.58, M제품태도

=3.59)이 선정되었다. 소비자의 제품 태도가 유사한 실용재, 쾌락재 한

제품씩 짝을 지어 제품 2와 제품 7, 제품 10과 제품 3으로 두 개의 그룹

을 구성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그룹인 제품 2(카메라)와 제품 7(선글라스)에 대한 제품 속성

지각 및 제품 태도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제품이

각각 실용재-쾌락재로 적절히 구분되어 인식되며(M제품2=32.81, M제품

7=74.58; paired t(30)=-9.939; p<.001), 제품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M제품2=3.35, M제품7=3.59; paired t(30)=0.954; p=.348). 두

번째 그룹인 제품 10(탁상용 선풍기)과 제품 3(가방)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두 제품이 각각 실용재-쾌락재로 적절

히 구분되어 인식되며(M제품10=33.32, M제품3=76.13; paired t(30)=-10.077;

p<.001), 제품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M제품10=3.15,

M제품3=2.88; paired t(30)=0.970; p=.340). 이에 두 개의 제품 그룹을 활용

하여 제품 선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조사 2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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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 2: 제품 선정의 적합성 확인

사전조사 2는 사전조사 1을 통해 선정된 제품 제시 자극물의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현실 유형은 집단 간 설계(몰입형 vs. 비

몰입형), 제품 자극은 집단 내 설계로 진행되었다. 이 때 제품 이미지는

3차원 상호작용 이미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품 유형이 적절히

인식되는지를 재확인하고 동시에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유형 판단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31명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만 23세 - 40세 사이의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9.42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몰입형 가상현실 환

경인 헤드셋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러 조건과 비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인

컴퓨터 스크린 및 마우스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N몰입형=16, N비몰입

형=15). 가상 제품 체험을 진행하기 전 기기에 대한 조작법 및 제품 체험

방법을 익히는 안정화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체험하는 동안 피험자들은

네 개의 제품 이미지를 마우스 및 컨트롤러를 이용해 돌려보거나, 확대

및 축소해 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검토하였다. 체험이 끝난 직후

사전조사 1과 동일하게 제품 유형 조작 점검을 위해 소비자가 지각한 각

제품의 실용적-쾌락적 속성 수준을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답하도록

하였으며(0=완전히 실용적이다, 100=완전히 쾌락적이다), 마지막으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및 연령을 기록하고 설문이 종료되었다. 사전조

사 2에서 사용한 제품 이미지 자극은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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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본적 기술통계, t-검정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4-2] 사전조사 2의 제품 자극물 이미지

자료원: Sketchfab(https://sketchfab.com)

먼저 카메라와 선글라스의 제품 속성 지각 수준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제품이 각각 실용재-쾌락재로 적절히 구분되어

인식되었다(M카메라=32.58, M선글라스=75.81; paired t(30)=-8.504; p<.001).

두 번째 그룹인 선풍기와 가방 제품도 각각 실용재-쾌락재로 적절히 구

분되어 인식되었으며(M선풍기=14.03, M가방=75.81; paired t(30)=-12.679;

p<.001), 따라서 소비자가 각 제품을 실용재-쾌락재로 잘 구분하여 지각

함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유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해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각 제품 속성 지각 수준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카메라(M비몰입형=36.33, M몰입형=29.16; paired

t(29)=.854; p=.400), 선글라스(M비몰입형=74.00, M몰입형=77.50; 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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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9)=-.613; p=.544), 선풍기(M비몰입형=13.67, M몰입형=14.38; paired

t(29)=-.137; p=.892), 가방(M비몰입형=78.33, M몰입형=73.44; paired

t(29)=.678; p=.503) 제품 모두 가상현실 유형 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사전조사 1, 2를 통해 소비자가 제

품 유형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각한 첫 번째 그룹의 카메라와 선글라

스 제품을 본조사의 제시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실험 1의 최종 제품 자

극물 이미지는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그림 4-3] 실험 1의 제품 자극물 이미지

자료원: Sketchfab(https://sketchfab.com)

2. 설문 문항의 구성

실험 1은 가상현실 환경을 통한 제품 제시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 1의 설문지는 소비자의 가상현실 경험 수준에 응답

하는 사전 설문과 함께, 가상 제품 경험 직후 진행되는 본 설문으로 구

성되었다. 본 설문에는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 관련 측정도구와

함께 제품 진단성, 지불 의사 가격, 실험 조건의 조작 점검을 위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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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정신적 심상 4 5점 리커트 척도

인지적 정교화 10 개방형

제품 진단성 4 5점 리커트 척도

지불 의사 가격 1 개방형

원격실재감 5 5점 리커트 척도

제품 속성 지각 1 개방형

가상현실 경험 수준 5 선다형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선다형, 개방형

된 원격실재감, 제품 속성 지각,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모든 영문 문항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2명

의 이중 언어 사용자 패널 및 4명의 관련 분야 대학원생 패널을 통해 한

국어로 번역, 감수를 거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실험 1의 설문지 구성

(1) 정신적 심상

정신적 심상의 측정 문항은 Choi and Taylor(2014)의 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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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정신적

심상

VR 제품 경험을 통해 제품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느껴졌다.

Choi &

Taylor

(2014)

VR 제품 경험은 제품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것을 상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VR 제품 경험을 통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VR 제품 경험은 제품의 사용 상황을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표 4-3] 정신적 심상 측정문항 및 출처

(2) 인지적 정교화

인지적 정교화의 측정 방법으로는 Cacioppo and Petty(1981)의 사고

목록 기법(Thought-list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이는 피험자의 인

지적 반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을 검토한 뒤 Cacioppo and

Petty(1981)가 제안한 것으로,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자극물을 보

는 동안 피험자가 생각한 것들을 10개의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하며, 이

후 연구의 맥락에 맞게 기록된 생각들을 중심 경로, 주변 경로 정보처리

와 관련된 응답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Cacioppo & Petty, 1981;

Schlosser, 2003). 본 연구에서 가상 제품 체험을 완료하고 난 뒤 피험자

는 가상현실 체험을 하는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간결한 형식

으로 한 칸에 하나씩 총 10개를 기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약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10 개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작성된 문장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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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제품

진단성

VR 제품 경험은 제품에 대한 실제 느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Pavlou &

Fygenson

(2006)

VR 제품 경험은 제품의 사실적인 느낌을

제공해 주어,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VR 제품 경험은 제품을 주의 깊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VR 제품 경험은 제품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 주어, 구매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로를 통한 인지적 사고를 반영하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생각, 그리고

주변 경로를 통한 정보 처리와 관련되는 제품 구매와 관계없는 생각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문장이

10개의 전체 문장 중 차지하는 비율을 환산하여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지표로 삼았다.

(3) 제품 진단성

제품 진단성은 Pavlou and Fygenson(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4-4]와 같이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4] 제품 진단성 측정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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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 의사 가격

소비자는 제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혜택과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희생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Zeithaml, 1988). 따라서 소비자가 평가하는 제품의 가치는 대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으로 측정될 수 있다(Wertenbroch &

Skiera, 2002; Zeithaml, 1988).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가치 평가 측정을 위

해 피험자에게 경험한 제품에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해당 금

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Homburg, Koschate, & Hoyer, 2005).

(5) 원격실재감

가상현실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가상 쇼핑 경험이 달라짐을 확인하기

위한 조작 점검 문항으로, Schubert, Friedmann, and Regenbrecht(2001)

및 류지헌, 유승범(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원격실재감의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Schbert et al.(2001)과 류지현, 유승범(2016)은

원격실재감을 공간적 실재감, 몰입감, 사실성 등의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제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가상현실 유형을 몰입형과 비몰입형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가상현실 유형의 구분은 가상현실 환경

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몰입감에 차이가 발생함을 강조한다. 또한 실

험 1의 가상현실 자극물은 쇼핑 공간에서 느끼는 실재감보다 제품 이미

지의 검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조작 점검에 있어 류지현, 유승범

(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원격실재감 척도의 하위요인 중 몰입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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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원격

실재감

제시된 화면은 나의 감각을 모두

사로잡은 것 같았다.

Schubert et

al. (2001)

류지헌,

유승범(2016)

제시된 화면의 시각적인 요인이 나를

몰두하게 만들었다.

나 자신이 화면 속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았다.

상황 속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제시된 화면에 대하여 몰입감을

느꼈다.

당하는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원격실재감의 측정 도구

로 제시하였다. 문항은 총 다섯 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5] 원격실재감 측정문항 및 출처

(6) 제품 속성 지각

제품 유형에 따른 실험 조건의 조작 점검을 위해, 사전조사와 동일하

게 제품 유형 평가 문항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실용재, 쾌락재의 특성

에 대한 설명문을 참고하여 경험한 제품의 실용적-쾌락적 속성을 0부터

100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였다(0점= 완전히 실용적인 제품이다 ~ 100점

= 완전히 쾌락적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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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가상현실

경험 수준

나는 비몰입형 VR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예: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한 3D 공간 탐색, 3D 게임 등)

나는 몰입형 VR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예: VR 헤드셋

장치를 착용하고 360도 동영상, 게임, 공간 탐색 등을

진행해 보았다)

몰입형 VR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다음 보기 중

어떤 경로로 체험하였는지 전부 선택해 주세요. (보기:

VR 카페, 쇼핑몰 내 VR 체험장, 점포 내 이벤트존,

전시회 또는 박람회장 내 VR 체험존, 학교 및 연구소,

세미나 및 교육과정 중 체험, 집, 기타)

비몰입형 VR이 적용된 쇼핑몰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몰입형 VR이 적용된 쇼핑몰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7) 가상현실 경험 수준

소비자의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사전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가상현실 경험 수준

을 측정하여 외생변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피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현실, 몰입형 및 비몰입형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와 예시가 제공되었

으며, 다양한 상황과 유형을 포함한 가상현실 체험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표 4-6]과 같이 제공되었다. 분석 시에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된 개수를

합산하여 가상현실 경험 수준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표 4-6] 가상현실 경험 수준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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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구통계학적 특성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소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이 선다

형 및 개방형으로 제시되었다.

3. 실험 절차 및 분석 방법

(1) 피험자 선정

실험 1은 서울대학교 내의 통제된 실험실에서 시행되었다. 교내 홍보

를 통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지원하였다. 참여

자는 온라인 링크에 제시된 실험 일정을 참고하여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일시에 실험실에 방문하여 가상현실 쇼핑 체험과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2월 28

일 사이 10일 간 진행되었으며, 총 11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실험 절차

피험자는 실험실에 도착하고 나서 자리를 배정 받아 착석한 뒤, 제공

된 실험 설명서와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의 내용을



- 83 -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고 난 뒤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사전조

사 2와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은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 해당하는 헤드셋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러 조건과 비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 해당하는 컴

퓨터 스크린 및 마우스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먼저 가상현실 체험 수준에 응답하는 사전설문을 진행한 뒤, 각 피험

자들은 연구자로부터 배정받은 조건에 따라 기기 조작 방법과 가상 제품

체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간단한 튜토리얼을 통해 기기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안정화 절차를 수행하였다. 체험 단계에서는 한 피험자에

게 한 가지 유형의 제품 이미지만 제시되었으며,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만큼 여유롭게 제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가

상 제품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체험 시간이 기록되었으며, 체험이 끝난

이후 나머지 설문에 응답하고 실험을 완료하였다. 간략한 실험 절차는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4] 실험 1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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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가상 제품 체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14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101개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t-test, 이원분산분석,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외에 빈

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기본적 기술통계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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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먼저 각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여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정신적 심상, 제품 진단성, 원격

실재감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들이

측정 항목 별로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67 이상, 요인부하량이 .82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각 측정문항의 평

균값을 계산하여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인지적 정교화: 코더 간 신뢰도 검정

인지적 정교화의 경우, 각 피험자가 사고 목록에 10개씩 작성하여 제

출한 총 1010개의 문장에 대해 먼저 세 명의 연구원이 각자 코딩을 진행

하였다. 코딩 기준은 [표 4-7]과 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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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종류 조작적 정의

제품과 관련된

생각

제품 검토, 평가, 구매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된 생각들

(1) 개인의 제품 구매, 제품 경험이나 시연, 나

또는 타인의 제품에 대한 반응이나 제품과 나의

연관성 등에 관련된 진술

(2) 제품의 성능, 특징,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진술,

또는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진술, 제품의 디테일

및 재질 등에 대한 언급 등

기타 제품과 관련 없는 다른 모든 진술

[표 4-7] 인지적 정교화 사고 목록 분류 기준

세 명의 연구원이 제품과 관련된 생각을 1, 기타 생각을 2로 코딩하였

다. 제품 평가와 관련된 생각에는 “이 선글라스는 사고싶다.”, “제품의

디자인이 좋다.”, “내 취향이 아니다.”, “선글라스가 나에게 어울리진 않

을 것 같다.”와 같이 제품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 및 제품과 나의 연관성

에 관련된 진술과, “안경테가 다른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품의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선글라스 코 받침이 아플 것

같다.” 등 제품의 디테일 및 재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또한, 구매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제품 관련 생각도 1번으로 코딩하였으며, 예시로는

“화면에서 보는 색상과 실제 제품의 색상이 얼마나 동일할지 궁금하다.”,

“다각도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아주 좋다.”, “사람이 직접 착용한 모

습을 보고 싶다.” 등이 있었다.

기타 생각으로는 제품 제시 환경이나 배경, 가상현실 기술, 가상현실

기술의 전망 등 제품 검토 및 구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진술이나 1번

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모든 진술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신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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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쇼핑하기 더 쉬워지겠다.”, “이 제품은 어떻게 3D로 구현된

걸까?”, “관리자는 힘들겠다.”, “가상현실 헤드셋이 크다.”, “집에서도 할

수 있겠다.”, “역시 VR은 약간 어지러운 것 같다.”, “화면 배경도 이뻤으

면...” 등의 문장은 2번으로 코딩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원이 코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분석을

실시하였다. 급내 상관계수는 집단 내 단위들의 동질성에 대한 지표가

되며, 동질성이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낮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이나

음의 값을 나타낸다. 급내 상관계수 값이 0.75 이상이면 신뢰도가 우수한

수준, 0.40부터 0.75 사이일 때는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Fleiss, 1986).

분석 결과 급내 상관계수 값이 .68로 나타나 코더 간 신뢰도가 양호함

을 확인하였다. 코더 간 불일치가 발생한 문장을 포함하여 연구자가 마

지막으로 모든 항목의 코딩을 검토한 뒤,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구

매 관련 문장의 개수가 10개의 전체 문장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지표로 삼았으며, 이를 통계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집단 간 동질성 검정

실험 1은 2(가상현실 유형: 몰입형 vs. 비몰입형)×2(제품 유형: 쾌락재

vs. 실용재) 집단간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조건 별 표본 수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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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가상현실 유형 몰입형 비몰입형 몰입형 비몰입형

제품 유형 쾌락재 쾌락재 실용재 실용재

표본 수 (명) 26 24 26 25

합계 (명) 101

항목 세부 범주
실험 조건

χ2 p
1 2 3 4

연령
20대 20 21 23 16

5.95 .114
30대 6 3 3 9

소득

100만원 미만 3 3 7 3

12.07 .674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0 4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 1 3 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 1 1 2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 3 3 2

500만원 이상 12 16 8 13

[표 4-8] 실험 1 조건 별 표본 분포

실험 조건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

및 소득에서 각 표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조건에 따른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있어 표본들이 서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표 4-9] 실험 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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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가상현실

유형

비몰입형 49 3.38 .913
-2.770 99 .007

몰입형 52 3.85 .821

3. 조작 점검

(1) 가상현실 유형 조건에 따른 원격실재감 차이

가상현실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원격실재감 경험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상현실 유형 조건

에 따른 원격실재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M비몰입형=3.38 vs. M

몰입형=3.85; t(99)=-2.77, p<.01). 구체적으로, 비몰입형 조건보다 몰입형

조건의 피험자들이 원격실재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가상현실 유형 조건에 따른 원격실재감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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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제품

유형

실용재 51 43.39 25.98
-2.741 99 .007

쾌락재 50 57.10 24.23

(2) 제품 유형 조건에 따른 제품 속성 지각 차이

제품 유형 조건의 조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 유형 조건에 따른 제품 속성 지각 수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M실용재=43.39 vs. M쾌락재=57.10;

t(99)=-2.74, p<.01), 따라서 소비자들이 조건에 따라 제시된 제품 유형을

실용재, 쾌락재로 잘 구분하여 지각함을 확인하였다.

[표 4-11] 제품 유형 조건에 따른 제품 속성 지각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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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가상현실

유형

비몰입형 49 3.75 .97
-.390 99 .70

몰입형 52 3.82 .76

4.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 정보처리 전략

및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1)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의 검증을 위해, 가상현실 유형을 집단 변수로, 제품 진단성

을 검정 변수로 투입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

상현실 유형에 따른 제품 진단성 지각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M비몰입형=3.75 vs. M몰입형=3.82; t(99)=-.390, p =.70). 즉, 가상

현실 유형이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기각되었다.

[표 4-12] 가상현실 유형 조건에 따른 제품 진단성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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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1-2는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

자의 정보처리 기제와 제품 유형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립되었

다.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두 가지 정보처리 기제인 정

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 변수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198(p=.05)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가설 1-2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 1-2의 검정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2) 7번 모

델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상적 정보처

리 과정인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가상현실 유형(비몰입형

=0, 몰입형=1)을 독립변수로, 정신적 심상을 매개변수로, 제품 진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제품 유형(실용재=0, 쾌락재=1)을 조절변수로 투입

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사전 경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가상현실 경험 수준을 공변수

로 함께 투입하였으며, 신뢰도 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5,000

으로 지정하였다(Hayes, 2012 ; Preacher & Hayes, 2004).

분석 결과,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인 간접

효과의 계수가 .560이었으며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

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13] 참고). 구체적

으로, 제시된 제품이 쾌락재일 때는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효과값 .397, LLCI=.024 ~ ULCI=.817), 실용재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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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간접효과

(정신적 심상)

직접효과

(가상현실 유형)

Effect BootCI Effect BootCI

total .560 .057 ~ 1.134

-.034 -.258 ~ .190쾌락재 .397 .024 ~ .817

실용재 -.163 -.501 ~ .166

된 경우에는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163,

LLCI=-.501 ~ ULCI=.166). 한편 제품 진단성에 대한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효과값 -.034, t=-.300, LLCI=-.258 ~

ULCI=.190), 따라서 제시되는 제품이 쾌락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이 제

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상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가설 1-2(a)가 지지되었다.

[표 4-13]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을 통한 간접효과와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BootCI: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상현실 유형과 제품 유형의 상호작용

항이 정신적 심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68,

p<.05). 이 때 제시되는 제품이 쾌락재일 때는 가상현실 유형이 비몰입

형일 때 보다 몰입형일 때 정신적 심상 수준이 더 높았으며(효과값 .49,

p<.05), 실용재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정신적 심상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20, p=.385). 다음으로 정신적

심상 수준은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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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상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20 .23 .385 -.03 .11 .765

제품 유형 -.70 .23 .003 - - -

가상현실 유형

× 제품 유형
.68 .32 .034 - - -

정신적 심상 - - - .82 .07 .000

가상현실

경험수준
a .03 .04 .493 -.01 .03 .744

R2=.11

F(4, 96)=2.82, p=.029

R2=.60

F(3, 97)=48.40, p=.000

다(β=.82, p<.001).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4]와 [그림 4-5]에 제시하였으며, 제품 유형 조건에 따른 정신적 심상

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각각 [표 4-15], [표 4-16]에 제시하였다.

[표 4-14]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NOTE: a 공변인

[그림 4-5]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조절된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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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재 조건
정신적 심상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49 .22 .033 -.03 .11 .765

정신적 심상 - - - .82 .07 .000

실용재 조건
정신적 심상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20 .23 .385 -.03 .11 .765

정신적 심상 - - - .82 .07 .000

[표 4-15] 쾌락재 조건: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4-16] 실용재 조건: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다음으로 추론적 정보처리 과정인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인지적 정교화를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인 간접효과의

계수가 .146이었으며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17] 참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품이 실용재일 때는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지만(효과값 -.192, LLCI=-.420 ~ ULCI=-.025), 쾌락재가 제시

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047, LLCI=-.181 ~ ULCI=.061).

한편 제품 진단성에 대한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으

며(효과값 .206, t=1.127, LLCI=-.157 ~ ULCI=.570), 따라서 제시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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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간접효과

(인지적 정교화)

직접효과

(가상현실 유형)

Effect BootCI Effect BootCI

total .146 .006 ~ .393

.206 -.157 ~ .570쾌락재 -.047 -.181 ~ .061

실용재 -.192 -.420 ~ -.025

품이 실용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가설 1-2(b)

가 지지되었다.

[표 4-17] 제품 진단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간접효과와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BootCI: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제품 유형에 의한 인지적 정교화의 조건적 간접효과, 즉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8], [그림 4-6]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상현실 유형이 비몰입형일 때보다 몰입형일 때

소비자의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β=-2.36, p<.001). 가상

현실 유형과 제품유형의 상호작용항이 인지적 정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79, p<.05). 이 때 쾌락재가 제시되었을 때에

는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

며(효과값 –.57, p=.340, [표 4-19] 참고), 제시되는 제품이 실용재일 때

는 가상현실 유형이 비몰입형일 때 보다 몰입형일 때 인지적 정교화 수

준이 더 낮았다(효과값 –2.36, p<.001, [표 4-20] 참고). 다음으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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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2.36 .61 .000 .21 .18 .263

제품 유형 -.50 .61 .408 - - -

가상현실 유형

× 제품 유형
1.79 .85 .038 - - -

인지적 정교화 - - - .08 .04 .046

가상현실

경험수준
a -.17 .11 .136 .04 .04 .381

R
2
=.15

F(4, 96)=4.35, p=.003

R
2
=.05

F(3, 97)=1.55, p=.207

적 정교화 수준은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8, p<.05).

[표 4-18] 제품 진단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NOTE:
a
공변인

[그림 4-6] 제품 진단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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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재 조건
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57 .60 .340 .21 .18 .263

인지적 정교화 - - - .08 .04 .046

쾌락재 조건
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2.36 .61 .000 .21 .18 .263

인지적 정교화 - - - .08 .04 .046

[표 4-19] 쾌락재 조건: 제품 진단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4-20] 실용재 조건: 제품 진단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상현실 환경을 통한 제품 제시 효과에 있어 추론적 정보처리와 심

상적 정보처리 중 어떤 모드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검토하

기 위해, 정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를 하나의 경로모델에 매개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계수는

.558이었으며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4-21] 참고). 특히 제시된 제품이 쾌락재인

경우에는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효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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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간접효과

(정신적 심상)

간접효과

(인지적 정교화)

직접효과

(가상현실 유형)

Effect BootCI Effect BootCI Effect BootCI

total .558
.045 ~

1.126
.007

-.090 ~

.108

-.027
-.267 ~

.213
쾌락재 .396

.021 ~

.836
-.002

-.054 ~

.035

실용재 -.162
-.503 ~

.181
-.010

-.135 ~

.098

.396, LLCI=.021 ~ ULCI=.836), 실용재가 제시되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

다(효과값 -.162, LLCI=-.503 ~ ULCI=.181). 한편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

된 매개효과(효과값 .007, LLCI=-.090 ~ ULCI=.108), 제품 진단성에 대한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027, t=-.227,

LLCI=-.267 ~ ULCI=.213).

[표 4-21]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간접효과와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BootCI: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따라서 비몰입형 가상현실에 비해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품이 제

시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심상을 통한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이 활성화되

는 반면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추론적 정보처리 과정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시되는 제품이 쾌락재일 때 몰입형 가상현실은 정신

적 심상을 통한 처리 과정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지적 정교화 및 정신적 심상을 포함한 경로

모델의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2], [그림 4-7]에 정리하였으며, 제품

유형 조건에 따른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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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20 .23 .385 -2.36 .61 .000 -.03 .12 .821

제품 유형 -.70 .23 .003 -.50 .61 .408 - - -

가상현실
유형 ×
제품 유형

.68 .32 .034 1.79 .85 .038 - - -

정신적
심상 - - - - - - .82 .07 .000

인지적
정교화 - - - - - - .00 .03 .879

가상현실
경험수준a .03 .04 .493 -.17 .11 .136 -.01 .03 .767

R
2
=.11

F(4, 96)=2.82,

p=.029

R
2
=.15

F(4, 96)=4.35,

p=.003

R
2
=.60

F(4, 96)=35.94,

p=.000

는 각각 [표 4-23], [표 4-24]에 제시하였다.

[표 4-22]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NOTE: a 공변인

[그림 4-7]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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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재

조건

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49 .22 .033 -.57 .60 .340 -.03 .12 .821

정신적
심상 - - - - - - .82 .07 .000

인지적
정교화 - - - - - - .00 .03 .879

실용재

조건

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제품 진단성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가상현실
유형

-.20 .23 .385 -2.36 .61 .000 -.03 .12 .821

정신적
심상

- - - - - - .82 .07 .000

인지적
정교화

- - - - - - .00 .03 .879

[표 4-23] 쾌락재 조건: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4-24] 실용재 조건: 제품 진단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제품 유형 조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정신적 심

상과 인지적 정교화를 모두 포함한 경로에 대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2) 4번 모델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각각 실시하

였다. 먼저 쾌락재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효과값 .469, LLCI=.015 ~ ULCI=.990), 인지

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010, LLCI=-.056 ~

ULCI=.075). 제품 진단성에 대한 가상현실 유형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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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효과값 -.139, t=-.771, LLCI=-.500 ~ ULCI=.223), 따라서 제시

되는 제품이 쾌락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

은 정신적 심상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한편 실용재 조건의 경우 정신적 심상(효과값 -.109, LLCI=-.393 ~

ULCI=.138), 인지적 정교화(효과값 -.076, LLCI=-.231 ~ ULCI=.076)의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제품 진단성에 대한 가상현실 유형

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효과값 .039, t=.229,

LLCI=-.304 ~ ULCI=.382).

(3) 제품 진단성이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설 1-3에서는 제품 진단성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 가격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제품 진단성을 독립변

수로, 지불 의사 가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지불 의사 가격에 대한 제품 진단성의 주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25, t=2.531, R=.246, R2=.061, Adj.R2=.051, F=6.404,

p<.05), 즉 가상현실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된다

고 지각할수록 소비자들이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확인하였다. 이

에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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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논의

실험 1에서는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

을 거쳐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상현실 유형 및 제

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 정보처리 기제를 확인했을 때, 소비자들은 가상

제품 경험 시 제품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쾌락재의 검토 상황에서는 심상적 처리 과정, 실용재의 검

토 상황에서는 추론적 처리 과정을 통해 제품 진단성을 지각하였으며,

원활한 정보처리는 제품 진단성 지각을 높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

적 평가로 이어졌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소비자의 심상적 처리 과정을 활성화 시키는 반면,

추론적 정보처리는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의 조절 효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패션과 같이 쾌락적 속성이 우세한 제품을 몰입형 가

상현실을 통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비몰입형 가상현실보다 소비자의 제품 검토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실용적 속성이 우세

한 제품을 제시하게 되면 몰입형 가상현실의 특성이 소비자의 인지적 정

보처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추론적 처리를 도울 수

있는 보조적 정보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험 1은 제품 검토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몰입형 가상현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연구의 맥락을 점포 내 쇼핑 경험으로 확장하

여, 가상현실 점포환경에서의 쇼핑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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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2: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이 소비자

정보처리 전략 및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연구 방법

실험 2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점포 환경에서의 쇼핑 경험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가상 점포에서의 원격실재감이 정보처

리 과정을 거쳐 소비자 경험 만족과 점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할 것이며, 원격실재감 경험의 효과에 있어 소비자 쇼핑 동기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극물 선정, 설문 문항의 구성, 실

험 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극물 선정

연구의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실험 2에서는 지난 2016년 7월에 유

통업계 최초로 선보인 가상점포 서비스인 현대백화점의 VR 스토어를 자

극물로 활용하였다. 해당 가상점포는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

토어인 더현대닷컴(http://www.thehyundai.c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

며, 오프라인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대백화점의 점포를 고해상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대로 재현하여 소비자에게 강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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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을 지닌다(장주연, 전재훈, 2018; 허희진, 장주연, 추호정, 2019).

2019년 11월 기준 판교점의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과 본점의 슈즈 브랜

드 아쉬, 화장품 코너의 지방시 뷰티 등 총 28개의 가상현실 점포가 제

공되고 있다.

[그림 5-1] 더현대닷컴의 VR스토어

자료원: 더현대닷컴(http://www.thehyundai.com)

연구 자극물의 선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해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및 사전경험, 패션관여도, 체험

시간 등이 가상 점포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비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점포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점포 내 여러

구역 및 제품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남성복, 여성복을 비롯해 다양한 패션 관련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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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중, 높은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를 지니고 있는 나이키 매장을

사전조사의 가상 점포 자극으로 선정하였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나이

키 매장이 VR스토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VR스토어의 이미지

는 [그림 5-2]에 제시하였다.

[그림 5-2] 사전조사의 가상 점포 자극물: NIKE VR스토어

자료원: 더현대닷컴(http://www.thehyundai.com)

실험 2를 위한 사전조사는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 동안 5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20-30

대 남성 25명, 여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4.2세로 만 19

세부터 33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피험자는 먼저 나이키 브랜드에 대

한 선호도, 나이키 매장 방문 경험, 나이키 판교점 매장 방문 경험, 패션

관여도에 답하는 사전설문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자로부터 기기 조작

과 체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인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원하는 만큼 여유롭게 점포 경험을 진행하였

다. 체험을 시작하면 실제 오프라인 점포에서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이 가

상 점포의 입구가 첫 화면에 등장하며, 고개나 몸을 움직여 천장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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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는 화면에 표시된 방향 안내 화

살표를 응시하여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가며 자유롭게 점포를 구경하였으

며,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가 총 체험 시간을 기록하였다. 체험이

끝난 직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지각한 원격실재감, 가상 점포 방문의

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및 연령을 기록하고 설문이 종료되었다.

실험 2가 점포환경 맥락에서 진행됨을 고려하여, 원격실재감 문항은 류

지헌, 유승범(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원격실재감 척도의 하위요인 중

공간실재감에 해당하는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사전조사의 설문지 구성은 [표 5-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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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출처

원격실재감

실제 쇼핑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Schubert et

al. (2001)

류지헌,

유승범(2016)

눈에 보이는 장면이 실제 쇼핑몰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쇼핑몰의 분위기가 어떤지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쇼핑몰 안의 제품 등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VR 쇼핑몰 속에서 구현된 사물들을

진짜처럼 느꼈다.

가상 점포

방문의도

기회가 된다면, 나는 VR쇼핑몰을

이용해보고 싶다. Venkatesh &

Davis (2000)

Bhattacherjee

(2001)

앞으로 나는 VR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의향이 있다.

나는 VR쇼핑몰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브랜드

선호도

(NIKE)

나는 이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Dolbec &

Chebat (2013)

나는 이 브랜드에 호감이 간다.

나는 이 브랜드가 좋다.

나는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브랜드

사전 경험

(NIKE)

이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경험이

있다.

이 브랜드의 판교 현대백화점 매장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

패션관여도

패션은 내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Choo et al.

(2014)

O’Cass (2000)

나는 패션에 매우 관심이 있다.

패션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패션에 대한 관여가 높다.

나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
성별(선다형), 연령(개방형)

[표 5-1] 실험 2를 위한 사전조사의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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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사전

경험

패션

관여도

체험

시간

원격

실재감

가상

점포

방문

의도

브랜드 선호도 1 .198 .125 -.297* .185 .000

브랜드 사전 경험 1 .212 -.080 .140 .114

패션관여도 1 -.061 .378
**

.323
*

체험 시간 1 .062 .044

원격실재감 1 .499**

가상점포 방문의도 1

피험자의 브랜드 선호도 및 사전경험, 패션관여도, 체험 시간과 가상

점포에서의 원격실재감 지각 및 가상 점포 방문의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가상 점포 체험 시간 간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r=-.297, p<.05). 피험자의 가상 점포 체험 시간은

약 1분 30초부터 9분 30초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체험 시간 또

한 원격실재감 및 방문의도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외에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및 사전 경험 수준과 가상 점포

경험에서 지각된 원격실재감 및 가상 점포 방문의도 간 상관관계는 유의

하지 않았다. 한편 패션관여도와 원격실재감(r=.378, p<.01), 패션관여도

와 이용의도(r=.323, p<.05) 간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원격

실재감은 소비자의 가상 점포 방문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99, p<.0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2]에 제시하였

다.

[표 5-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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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가상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을 독립변수로,

가상 점포에 대한 방문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가상 점포 방문의도에 대한 원격실재감의 주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β=.50, t=3.994, R=.499, R2=.249, Adj.R2=.234,

F=15.953, p<.001), 가상 점포에서의 원격실재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소

비자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전조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실험 2의 본조사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나이키와 아디다스 두 개

브랜드의 가상점포를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상 점

포 매장의 이미지는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실험 2의 가상 점포 자극물 이미지

자료원: 더현대닷컴(http://www.the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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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원격실재감 7 5점 리커트 척도

정신적 심상 4 5점 리커트 척도

인지적 정교화 10 개방형

경험 만족 4 5점 리커트 척도

가상 점포 이용의도 2 5점 리커트 척도

오프라인 점포 이용의도 2 5점 리커트 척도

쇼핑 동기 2 5점 리커트 척도

브랜드 선호도 (NIKE) 4 5점 리커트 척도

브랜드 선호도 (Adidas) 4 5점 리커트 척도

가상현실 경험 수준 5 선다형

패션관여도 5 5점 리커트 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선다형, 개방형

2. 설문 문항의 구성

실험 2의 설문지는 소비자의 가상현실 경험 수준, 브랜드 선호도 및

브랜드 사전 경험 수준, 패션관여도에 응답하는 사전 설문과, 가상 점포

경험 직후 진행되는 본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에는 원격실재감,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 관련 측정도구와 함께 경험 만족, 점포

방문의도, 실험 조건인 쇼핑 동기의 조작 점검 문항과 간단한 인구통계

학적 특성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험 2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

5-3]에 제시하였다.

[표 5-3] 실험 2의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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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원격

실재감

VR 점포를 경험하는 동안, 나는 현실

세계의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렸다.

Novak et

al.(2000)

VR 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종종 잊어버리게 한다.

VR 점포를 이용하고 나서, 나는 여행을

하고 난 후 실제 세계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VR 점포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며, 내가 VR 점포 이용을 멈추면

그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VR 점포를 이용할 때면, 나는 실제로 내가

방문한 VR 점포 안에 존재하는 것 같다.

VR 점포를 이용할 때면, 나의 몸은 방

안에 있지만 정신은 VR 점포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VR 점포를 이용할 때면, 내가 방문한 VR

점포가 실제 세계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1) 원격실재감

원격실재감의 측정 문항은 Novak et al.(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5-4]의 일곱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4] 원격실재감 측정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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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정신적

심상

VR 점포 경험을 통해 제품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느껴졌다.

Choi &

Taylor

(2014)

VR 점포 경험은 제품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것을 상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VR 점포 경험을 통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VR 점포 경험은 제품의 사용 상황을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2) 정신적 심상

정신적 심상의 측정 문항은 실험 1과 동일하게 Choi and

Taylor(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표 5-5]에 제시

되어 있다.

[표 5-5] 정신적 심상 측정문항 및 출처

(3) 인지적 정교화

인지적 정교화의 측정 또한 실험 1과 마찬가지로 Cacioppo and

Petty(1981)의 사고 목록 기법(Thought-list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가상현실 점포 경험을 완료하고 난 뒤 피험자는 체험을 하는 동안 생각

했던 내용을 총 10개의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작성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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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경험 만족

나는 이 VR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Sands et

al.(2015)

나는 이 VR 점포에 만족한다.

이 VR 점포에 방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나는 이 VR 점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은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문장이 10개의 전체 문장 중 차지하는 비율을 환산하여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지표로 삼았다.

(4) 경험 만족

경험 만족의 측정 문항은 Sands, Oppewal, & Beverland.(2015)의 연

구에서 사용된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5-6]

에 제시하였다.

[표 5-6] 경험 만족 측정문항 및 출처

(5) 점포 방문의도

본 연구의 자극물로 사용된 가상 점포가 실제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점포임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가상 점포 경험이 해당 가상 점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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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가상 점포

방문의도

나는 이 VR 점포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Fiore et al

(2005)

앞으로 나는 이 VR 점포에서 쇼핑을 할

것이다.

오프라인

점포

방문의도

나는 이 VR 점포의 실제 매장을 방문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이 VR 점포의 실제 매장에서

쇼핑을 할 것이다.

요인 측정 문항 출처

쇼핑

과업

지향성

이 VR 점포에서 쇼핑하는 동안 나는,

해야 할 일을 끝내고자 했다. (원하는

물건을 고르려고 했다.)
Sands et

al.(2015)
이 VR 점포에서 쇼핑하는 동안 나는,

내 목적에 집중하고자 했다.

니라 오프라인 점포의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 점

포, 오프라인 점포 방문의도를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포 방문의도의

측정 문항은 Fiore et al.(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5-7]과 같이 구성

하였다.

[표 5-7] 점포 방문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6) 쇼핑 동기

실험 조건인 쇼핑 동기의 조작 점검을 위해, Sands et al.(2015)의 연

구에서 사용된 쇼핑 과업 지향성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5-8] 쇼핑 동기 조작점검 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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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출처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내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Choo et al.

(2014)

O’Cass

(2000)

나는 패션에 매우 관심이 있다.

패션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패션에 대한 관여가 높다.

나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7) 패션 관여도

소비자 개인 특성인 패션 관여도의 측정 문항은 Choo et al.(2014),

O’Cass(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5-9]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9] 패션 관여도 측정문항 및 출처

이외에 브랜드 선호도의 측정 문항은 사전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

하여 나이키, 아디다스 각각의 브랜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상현

실 경험 수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실험 1과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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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및 분석 방법

(1) 피험자 선정

실험 1은 서울대학교 내의 통제된 실험실에서 시행되었다. 교내 홍보

를 통해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지원하였다. 참여

자는 온라인 링크에 제시된 실험 일정을 참고하여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일시에 실험실에 방문하여 가상현실 체험과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

지 5일 간 진행되었으며, 총 64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실험 절차

피험자는 실험실에 도착하고 나서 자리를 배정 받아 착석한 뒤, 제공

된 실험 설명서와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고 난 뒤 실험이 진행되었다. 먼저 사

전설문으로는 가상현실 경험 수준과 연구 자극으로 제시되는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에 대한 선호도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개인 특성인

패션관여도에 응답한 뒤 사전설문이 완료되었다.

다음으로 각 피험자들은 쇼핑 동기 조건(체험적 vs. 구매지향적)에

따라 두 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체험적 동기 조건의 피험자



- 118 -

쇼핑 동기 시나리오 내용

체험적

동기

당신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여유롭게 쉬고 있다. 우연히

VR 스토어를 발견하고, 남은 시간 동안 VR 패션 점포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려 한다.

구매

지향적

동기

내일은 친한 친구의 생일이다. 당신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스포츠웨어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금부터

VR 패션 점포를 구경하며 친구의 선물을 고르려고 한다.

들에게는 과제가 지시되지 않은 시나리오가 제공되었으며, 구매지향적

동기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쇼핑 과제를 지시하는 시나리오가 제공되었

다. 각 쇼핑 시나리오의 내용은 [표 5-10]과 같다.

[표 5-10] 쇼핑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난 뒤 피험자는 기기 조작 방법과 가상 점포 체

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간단한 튜토리얼을 통해 기기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안정화 절차를 수행하였다. 체험 단계에서는 두 개의 브랜

드 점포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각 피험자에게 한 브랜드의 가상

점포만 제시하였다. 소비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

어나 원하는 만큼 여유롭게 가상 점포를 경험하였다. 피험자가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체험 시간이 기록되었으며, 체험이 끝난 이후 나머지 설

문에 응답하고 실험을 완료하였다. 간략한 실험 절차는 [그림 5-4]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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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실험 2의 절차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않은 1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63개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t-test, 이원

분산분석,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외에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기본적 기

술통계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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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먼저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을 통해 각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브랜드 선호도, 패션관여도, 정신적 심상, 경험 만족,

점포 방문의도 및 쇼핑 동기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70에 부합하지 않는 원격실재

감 측정 문항 중 5번, 6번, 7번 항목과, 정신적 심상의 측정 문항 중 1번

항목은 삭제하였다. 모든 문항들이 측정 항목 별로 하나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5 이상, 요인부하량이 .74 이상의 값

을 나타내었다. 신뢰성 분석에서도 모든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통

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인지적 정교화: 코더 간 신뢰도 검정

인지적 정교화의 경우, 각 피험자가 사고 목록에 10개씩 작성하여 제

출한 총 630개의 문장에 대해 먼저 세 명의 연구원이 각자 코딩을 진행

하였다. 코딩 기준은 실험 1과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세 명의 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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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관련된 생각을 1, 기타 생각을 2로 코딩하였다. 제품과 관련된 생

각에는 “맨즈의류가 디자인이 예쁘다.”, “괜찮아보이는 옷은 없다.”, “다

른 제품과의 차별점을 모르겠음.”, “친구에게 무엇을 사줘야할까?”와 같

이 제품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 및 제품과 나 또는 타인의 연관성에 관련

된 진술, “재질을 만져보지 못해서 아쉽다”, “파란색으로 맞춰야겠다.” 등

제품의 디테일 및 재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또한, 구매 시에 참고

할 수 있는 제품 관련 생각의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컬러, 사이

즈가 궁금했음.”, “상품의 가격은?”, “매장에 가서 보고 싶은 물품이 생겼

음.”,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알기 힘들다.” 등이 있었다. 기타 생각

으로는 “얼리어답터가 된 기분.”, “매장에 노래라도 틀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쉬워서 편함.”, “점원이 없어서

편리.”, “매장 깨끗함.”, “VR체험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등의 문장이 포

함되었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원이 코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급내 상관계수 값이 .79로 나타나 코더 간 신뢰도가 우수함

을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모든 항목의 코딩을 검토한 뒤, 10

개의 문장 중 제품 구매와 관련된 사고로 코딩된 문장의 비율을 계산한

값을 각 피험자의 인지적 정교화 수준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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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 조건 1 조건 2

쇼핑 동기 체험적 동기 구매지향적 동기

표본 수 (명) 32 31

합계 (명) 63

2. 집단 간 동질성 검정

실험 2는 쇼핑 동기(체험적 vs. 구매지향적)에 따른 집단간 설계로 진

행되었으며, 각 조건 별 표본 수는 [표 5-11]에 제시하였다.

[표 5-11] 실험 2 조건 별 표본 분포

실험 조건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및 소득에서 각 표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조건에 따른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표본들이 서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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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범주
실험 조건

χ2 p
1 2

성별
남성 15 15

.01 .904
여성 17 16

연령
20대 27 27

.10 .758
30대 5 4

소득

100만원 미만 5 1

4.70 .454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 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 2

500만원 이상 12 16

[표 5-12] 실험 2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분석 결과

3. 조작 점검

(1) 쇼핑 동기 조건에 따른 쇼핑 과업 지향성 차이

소비자 쇼핑 동기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조건

을 집단 변수로, 쇼핑 과업 지향성을 검정 변수로 투입하여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 조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구매지향적=4.03 vs. M체험적=3.13; t(61)=-4.27, p<.001). 구체적으로, 가상

점포를 경험하는 동안 체험적 동기 조건보다 구매지향적 동기 조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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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쇼핑

동기

체험적 32 4.03 .861
-4.265 61 .000

구매지향적 31 3.13 .826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브랜드

선호도

나이키 32 3.88 .79
-.246 61 .806

아디다스 31 3.92 .63

험자들이 제품 선택 과업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쇼핑 동기 조건에 따른 과업 지향성 차이 검정 결과

(2) 브랜드 제시 조건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 차이

실험 2에서는 두 개 브랜드의 가상 점포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본격

적인 가설 검정에 들어가기 전, 가상 점포 브랜드의 제시 조건에 따라

각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의 브랜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브랜드 제시 조건을 집단 변수로, 제시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검정

변수로 투입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브랜드 제시

조건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M나이키=3.88 vs. M아디다스=3.92; t(61)-=.246, p=.81).

[표 5-14] 브랜드 제시 조건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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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이 소비자 정보처리 전략

및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1) 원격실재감이 소비자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의 검증을 위해, 원격실재감을 독립변수로, 경험 만족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대한 원격실재감의 주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27,

t=2.194, R=.270, R2=.073, Adj.R2=.058, F=4.814, p<.05), 즉 가상현실 점

포 경험을 통해 원격실재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비자들의 경험 만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2) 가상현실 점포 경험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가설 2-2는 가상현실 점포를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 만족에

미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규명하고, 쇼핑 동기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두 가지 정보처리 기제인 정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 변수의 독립

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계수 값이 .131(n.s.)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가설 2-2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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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의 검정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2) 58번 모

델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원격실재감을 독립변수로, 정신적 심상을 매개변

수로, 경험 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쇼핑 동기(체험적 동기=0, 구매

지향적 동기=1)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

다. 소비자의 가상현실 경험 수준, 패션관여도를 공변수로 함께 투입하였

으며, 신뢰도 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5,000으로 지정하였다

(Hayes, 2012 ; Preacher & Hayes, 2004).

분석 결과,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인 간접

효과의 계수가 -.328이었으며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15] 참고). 구체

적으로,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효과값 .204, LLCI=.047 ~ ULCI=.401), 구매

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효과값 -.124, LLCI=-.387 ~ ULCI=.103). 한편 경험 만족에 대한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효과값 .146, t=1.363,

LLCI=-.068 ~ ULCI=.360), 따라서 소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질

때,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상에 의

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가설 2-2(a)가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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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동기

간접효과

(정신적 심상)

직접효과

(지각된 원격실재감)

Effect BootCI Effect BootCI

total -.328 -.649 ~ -.059

.146 -.068 ~ .360체험적 동기 .204 .047 ~ .401

구매지향적 동기 -.124 -.387 ~ .103

[표 5-15]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을 통한 간접효과와

지각된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BootCI: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원격실재감은 정신적 심상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32, p<.05), 지각된 원격실재감과 쇼

핑 동기의 상호작용항이 정신적 심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β=-.49, p<.05). 이 때 소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심상 수준이 더 높았으며(효과값

.32, p<.05),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의 경우 지각된 원격실재

감이 정신적 심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17,

p=.257). 다음으로 정신적 심상 수준은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65, p<.001). 정신적 심상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16], [그림 5-5]에 제시하였다. 또한, 쇼핑 동기

조건에 따른 분석 결과는 각각 [표 5-17], [표 5-1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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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상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원격실재감 .32 .13 .022 .15 .11 .178

쇼핑 동기 1.39 .73 .062 -.05 .78 .945

원격실재감 ×

쇼핑 동기
-.49 .20 .017 - - -

정신적 심상 - - - .65 .18 .001

정신적 심상 ×

쇼핑 동기
- - - .08 .25 .749

가상현실

경험수준a
.02 .07 .740 -.01 .05 .883

패션관여도a .24 .09 .008 .04 .09 .695

R2=.24

F(5, 57)=3.70, p=.006

R2=.43

F(6, 56)=7.08, p=.000

[표 5-16]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NOTE: a 공변인

[그림 5-5]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조절된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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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적 동기
정신적 심상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원격실재감 .32 .13 .022 .15 .11 .178

정신적 심상 - - - .65 .18 .001

구매지향적

동기

정신적 심상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원격실재감 -.17 .15 .257 .15 .11 .178

정신적 심상 - - - .65 .18 .001

[표 5-17] 체험적 동기 조건: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5-18] 구매지향적 동기 조건: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다음으로 추론적 정보처리 과정인 인지적 정교화를 매개변수로 투입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정교화의 매

개 효과인 간접효과의 계수가 .103이였으며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어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19] 참고). 경험만족에 대한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142, t=1.129, LLCI=-.110 ~ ULCI=.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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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동기

간접효과

(인지적 정교화)

직접효과

(원격실재감)

Effect BootCI Effect BootCI

total .103 -.105 ~ .366

.142 -.110 ~ .393체험적 동기 .021 -.063 ~ .150

구매지향적 동기 .124 -.043 ~ .377

[표 5-19] 경험 만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간접효과와

지각된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BootCI: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모델 검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먼저 지각된 원격실재

감이 인지적 정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β=.14, p=.654).

한편 지각된 원격실재감과 쇼핑동기의 상호작용항이 인지적 정교화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β=-.98, p<.05), 이 때 소비자가 체험

적 쇼핑 동기를 가질 때에는 원격실재감이 인지적 정교화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효과값 .14, p=.654) 구매지향적 쇼핑 동

기를 가지는 소비자의 경우 원격실재감이 인지적 정교화 수준에 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효과값 –.84, p<.05). 다음으로 인지적 정교화

가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β=.16, p=.090), 인지

적 정교화와 쇼핑 동기의 상호작용항이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β=-.30, p<.05).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인지적 정교화가 경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효과값

.16, p=.090), 소비자가 구매지향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효과값 -.15, p=.143) 주는 것으로 방향성이 확인되었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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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교화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원격실재감 .14 .31 .654 .14 .13 .264

쇼핑 동기 4.32 1.67 .013 1.04 .55 .062

원격실재감 ×

쇼핑 동기
-.98 .45 .035 - - -

인지적 정교화 - - - .16 .09 .090

인지적 정교화

× 쇼핑 동기
- - - -.30 .14 .030

가상현실

경험수준
a .28 .17 .105 -.00 .09 .999

패션관여도
a

.02 .20 .932 .18 .10 .086

R
2
=.16

F(5, 57)=2.21, p=.066

R
2
=.20

F(6, 56)=2.34, p=.044

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20], [그림 5-6]

에 제시하였다. 또한, 쇼핑 동기 조건에 따른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각각 [표 5-21], [표 5-22]에 제시하였다.

[표 5-20] 경험 만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NOTE: a 공변인

[그림 5-6] 경험 만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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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적 동기
인지적 정교화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원격실재감 .14 .31 .654 .14 .13 .264

인지적 정교화 - - - .16 .09 .090

구매지향적

동기

인지적 정교화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원격실재감 -.84 .34 .017 .14 .13 .264

인지적 정교화 - - - -.15 .10 .143

[표 5-21] 체험적 동기: 경험 만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5-22] 구매지향적 동기: 경험 만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다음으로 정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를 한 모델에 함께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계수는 -.329였으며 간접 경로

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특히 소비자의 쇼핑 동기가 구매지향적일 때는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효과값 -.127, LLCI=-.415 ~ ULCI=.084), 소

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효과값 .202, LLCI=.048 ~ ULCI=.408).　구체적으

로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가상현실 점포를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심상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쇼핑 동기와 관계없이 정신적 심상은 쇼핑 경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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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동기

간접효과

(정신적 심상)

간접효과

(인지적 정교화)

직접효과

(원격실재감)

Effect BootCI Effect BootCI Effect BootCI

total -.329
-.667 ~

-.052
.153

.001 ~

.394

.074
-.142 ~

.290

체험적

동기
.202

.048 ~

.408
.010

-.049 ~

.073

구매지향적

동기
-.127

-.415 ~

.084
.163

.021 ~

.403

미쳤다. 한편 원격실재감이 정신적 심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효과값 .316, LLCI=.047 ~ ULCI=.584).　

이에 가설 2-2(a)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계수는 .153으로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정신적 심

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와 반대로 소비자의 쇼핑 동기가 체험적일 때는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효과값 .010,

LLCI=-.049 ~ ULCI=.073), 소비자가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에

는 유의하였다(효과값 .163, LLCI=.021 ~ ULCI=.403). 소비자가 구매지향

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가상현실 점포를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높을

수록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쇼핑 동기가 탐색 조

건일 때, 인지적 정교화 수준은 쇼핑 경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가설 2-2(b)가 지지되었다.

[표 5-23]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간접효과와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BootCI: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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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은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효

과는 소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질 때 더 강화되었다. 반면 소비자

의 쇼핑 동기가 구매지향적인 경우, 원격실재감이 인지적 정교화를 통한

추론적 정보처리 과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정교화

가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가 구매지향적인 동기를 가

지는 경우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험 만족이 낮게 나

타났다.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가질 때는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아

질수록 경험 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24], [그림 5-7]에 정리하였으며, 소비자 쇼핑 동기에 따른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각각 [표 5-25], [표 5-2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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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원격
실재감 .32 .13 .022 .14 1.67 .013 .07 .11 .495

쇼핑 동기 1.39 .73 .062 4.32 1.67 .013 .90 .84 .288

원격
실재감
×

쇼핑 동기

-.49 .20 .017 -.98 .45 .035 - - -

정신적
심상

- - - - - - .64 .18 .001

인지적
정교화

- - - - - - .07 .08 .359

정신적
심상
×

쇼핑 동기

- - - - - - .10 .24 .684

인지적
정교화
×

쇼핑 동기

- - - - - - -.27 .11 .021

가상현실
경험수준a -.02 .07 .740 .28 .17 .105 .04 .08 .624

패션
관여도a .24 .09 .008 012 .20 .932 .02 .09 .800

R
2
=.24

F(5, 57)=3.70,

p=.006

R
2
=.16

F(5, 57)=2.21,

p=.066

R
2
=.49

F(8,54)=6.58,

p=.000

[표 5-24]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NOTE: a 공변인



- 136 -

[그림 5-7]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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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적

동기

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원격
실재감 .32 .13 .022 .14 .31 .654 .07 .11 .495

정신적
심상 - - - - - - .64 .18 .001

인지적
정교화
×

쇼핑 동기

- - - - - - .07 .08 .359

구매지향

적 동기

정신적 심상 인지적 정교화 경험 만족

Coeff. SE p Coeff. SE p Coeff. SE p

원격
실재감

-.17 .15 .257 -.84 .34 .017 .07 .11 .495

정신적
심상

- - - - - - .64 .18 .001

인지적
정교화
×

쇼핑 동기

- - - - - - -.19 .08 .021

[표 5-25] 체험적 동기: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5-26] 구매지향적 동기: 경험 만족에 대한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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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쇼핑 동기 조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정신적 심상

과 인지적 정교화를 모두 포함한 경로에 대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2) 4번 모델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각각 실시하

였다. 먼저 체험적 쇼핑 동기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 정신적 심상의 매

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효과값 .206, LLCI=.033 ~

ULCI=.424),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효과값 .007,

LLCI=-.047 ~ ULCI=.064). 경험 만족에 대한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효과값 .034, t=.292, LLCI=-.207 ~ ULCI=.276), 따라

서 소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질 때,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 만

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상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반면 구매지향적 쇼핑 동기 조건의 경우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효과값 -.068, LLCI=-.341 ~ ULCI=.157), 인지적 정

교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효과값 .186, LLCI=.026 ~

ULCI=.448). 경험 만족에 대한 원격실재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으며(효과값 .097, t=.537, LLCI=-.273 ~ ULCI=.467), 따라서 소비자가 구

매지향적 쇼핑 동기를 가질 때,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추가적으로, 가상점포 경험 만족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의 부정적 영향

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피험자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피험자가 생각리스트에 보고한 각 문장의 내용을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이 때 쇼핑 경험 시 좋았던 점에

대한 감상 및 긍정적인 의견과 기타 중립적 문장을 긍정적 응답으로 코

딩하였으며, 쇼핑 경험 시 아쉬웠던 점과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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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타 부정문을 부정적 응답으로 코딩하였다.

긍정적 응답에는 “매장 직원이 없어서 편하다.”, “움직이지 않아서 편

하다.”, “쇼핑하러 밖에 나가기 싫을 때 유용할 것 같다.”, “빠르게 매장

을 둘러 볼 수 있는 점에서 좋았다.”, “나만을 위한 매장이 열린 것 같

다.”, “매장 인테리어가 예뻤다.”,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다.”, “친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와 같은 쇼핑 과정에서 좋았던 점에

대한 감상, 긍정적인 의견들이 포함되었다. 가상현실 환경과 기술적인 부

분에 대한 긍정적 감상이나 의견으로는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사

실적이다.”, “신기하고 재미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 등이

있었다. 이외에 기타 중립적인 응답인 “사용법이 간단하다.”, “공간이 조

금씩 익숙해진다.”, “평일 오전처럼 느껴졌다.” 등의 문장도 부정적 응답

과의 구분을 위해 긍정적 응답으로 코딩하였다.

부정적 응답으로는 “쇼핑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신발

을 신어보고 싶은데 못 신어봐서 아쉬웠다.”, “모든 제품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알기 힘들었다.”,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문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옷의 질감, 상세 정보, 가격에 대

해 알고 싶다.”와 같이 쇼핑 과정에서 아쉽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한 감상 및 의견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가상현실 환경이나 기술적 지

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감상으로는 “기기 착용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

껴졌다.”, “제품에 대한 해상도는 낮다.”, “실제 제품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쉽다.”, “점포를 둘러보고 싶은데 걷는 게 불안하다.” 등

의 문장이 있었다. 기타 부정문으로는 “주변 소리가 없어서인지 생동감

이 없다.”,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적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

다.”, “왜 주변에 사람이 없지?”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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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관련된 생각

(중심 경로)

기타

(주변 경로)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N
56 164 172 238

220 410

합계
630

(N긍정=228, N부정=402)

생각리스트의 응답을 긍정적, 부정적 응답으로 코딩한 결과, 전반적으

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N긍정=228, N부정=402). 각 피험자가 10개씩 기

록한 총 630개의 전체 응답 중 중심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관련 응답이

220개, 주변 경로에 해당하는 기타 응답이 410개였으며, 이중 긍정적 응

답이 228개로 36%, 부정적 응답이 402개로 6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 경로에 해당하는 기타 응답의 경우 긍정적 응

답이 172개로 42%, 부정적 응답이 238개로 58%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지적 정교화 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관련

응답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56개로 25%, 부정적 응답이 164개로 75%의

비율을 보였다([표 5-27] 참고).

[표 5-27] 생각리스트 코딩 결과

또한, 각 피험자가 응답한 전체 10개의 문장 중 긍정적 응답의 평균

개수는 3.62개였으며, 부정적 응답의 평균 개수는 6.38개였다. 이 때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관련 응답의 경우 평균 개수가 3.50개로, 그 중 긍

정적 응답이 평균 0.89개, 부정적 응답이 평균 2.60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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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부정적 응답의 비중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중 긍정적 응답보다 부정적 응답의 개수

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M전체-긍정=3.62, M전체-부정=6.38; t(62)=-4.621,

p<.001),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관련 응답 중에서도 긍정적 응답보

다 부정적 응답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중심-긍정=.89, M중

심-부정=2.60; t(62)=-5.609, p<.001).

한편 인지적 정교화의 지표인 중심 경로에 해당하는 제품 관련 응답

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쇼핑 동기에 따른 부정적 응답 개수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쇼핑 동기를 집단 변수로, 제품 관련

응답 중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개수를 각각 검정변수로 투입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 응답의 경우 쇼핑 동기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M체험적=1.00, M구매지향적=.77;

t(61)=.588, p=.56), 부정적 응답의 경우 체험적 쇼핑 동기 조건보다 구매

지향적 쇼핑 동기 조건의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M체험적=2.19, M구매지향적=3.03; t(61)=-2.41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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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 만족이 소비자의 점포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3에서는 가상현실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만족이 가

상현실 점포 및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경험 만족을 독립변수로, 가상현실 점포 방문

의도 및 오프라인 점포 방문 의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의 가상현실 점포 방문 의도에 대

한 경험 만족의 주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82, t=11.371,

R=.824, R2=.679, Adj.R2=.674, F=129.294, p<.001), 경험 만족은 오프라인

점포 방문 의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

t=2.512, R=.306, R
2
=.094, Adj.R

2
=.079, F=6.308, p<.05). 즉 가상현실을

통한 점포 경험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소비자는 가상현실 점포뿐 아니

라, 실제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이에 가설 2-3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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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논의

실험 2에서는 가상현실 매체를 통한 점포 경험이 정보처리 과정을 거

쳐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상점포 환경에서

의 원격실재감 경험과 쇼핑 동기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확인

했을 때, 소비자들은 쇼핑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심상적 처리 과정

을,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추론적 처리 과정을 통해 경험

을 평가하였다.

심상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만족이 높아져 가상점포와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문 의도를 높였다.

반면,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는 가상점포에서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ty, Ostrom, &

Brock(1981)에 따르면 자극에 대해 수용자가 긍정적인 인지적 사고를 많

이 할수록 자극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

용자의 부정적인 인지적 사고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다. 광고 메시지 효과에 대한 Lowrey(1998)의 연구(study2)에서 소비자

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사고보다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특히 광고가 단순하고 메시지가 불분명하거나 주장의 강도가 약한 경우

에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하였다. 이는 브랜드 태도에 반영되었으며, 연

구자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부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보고한 사고 목록을 살펴봤을 때, 주

로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 제품과 더 상호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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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분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처리에 있어 자극물로 제시된

가상 점포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

기 때문일 수 있으며, 피험자들의 인지적 사고가 주로 부정적이었기 때

문에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경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이 소비자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점포 경험 맥락

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몰입형 가상현실 매체는 소

비자의 심상적 처리 과정을 활성화 시키는 반면, 추론적 정보처리는 저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쇼핑 동기의 조절 효과를 함께 고려했

을 때, 가상 점포가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상적

처리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제품

구매 단계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긍정적 반응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관련 정보 및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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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가상현실 기술은 오프라인 채널의 시공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의 경험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가상공간에서 다감각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많은 패션

브랜드 및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인상 깊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상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컨텐

츠 개발이 이루어지는 한편 소비자 접근성 또한 향상되면서 몰입형 기술

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소비

맥락에서 가상현실의 효과를 규명하는 마케팅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이해를 도모하는 초

기 연구로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제품 제시 및 가상 점포 경험이 소

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소비자들의 실제 체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 단계와 쇼핑 맥락에 따라 가상현실 쇼핑 경험이

지니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상현실 패션 점포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소비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상

쇼핑 환경의 제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제품 검토 단계에서 가상현실을 통한 제품 제시가 소비

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제품 진단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된 실험실에서 피험자 대면 실험 및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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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자 101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비몰입

형 가상현실 환경인 노트북과 마우스,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인 헤드셋

디스플레이와 컨트롤러를 이용해 3차원 제품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며 가

상 제품 경험을 진행하였다.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제품 진단성 지각에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기술적 수준이 더 우수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 제품이

제시되었을 때 비몰입형 가상현실 조건보다 제품 진단성이 더 높게 지각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가상현실 유형에 따른 제품 진단성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상현실 유형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통해

제품 진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제품 유형에 의해 조

절된 정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소비자들

이 쾌락재를 검토하는 경우, 비몰입형 가상현실 통해 제품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시되었을 때 정신적 심상이 더욱 생생

하게 떠올라 제품 진단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소비자들이 실용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몰입형 가상현실보다 비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제

품이 제시되었을 때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더 높아져 제품 진단성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평가에 매체

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인 제품 진단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

적인 제품 평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제품 검토 상황에서 제품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

처리 기제를 사용하며, 쾌락재는 심상적, 실용재는 추론적 처리 과정을

통해 제품 진단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입형 가상현실은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활성화 시키고 추론적 처리 과정에는 부정적 영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상현실 환경의 기술적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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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쇼핑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 어

떤 가상현실 환경을 통해 제시되는지가 소비자의 정보처리와 반응에 중

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쇼핑 경험의 효과를 보다

심도 깊게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맥락을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점포 경험

으로 확장하고, 연구 대상으로 성인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가상 점포환경을 통한 원격실재감 경험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경

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피험자 대면 실험 및 설문을 수행하였다. 20-30대 남녀 소비

자 63명이 참여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쇼핑 동기 조건에 따른 쇼핑 상황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 점포 경험을 진행

하였다.

가상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은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가상현실 점포에 실제로 내가 존재하며, 실제

점포에서와 같이 가상 점포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소비자는

경험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원격실재감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기제를

통해 경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했을 때,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된 정신적 심상과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소비자가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 가상현실 점포를 통해 원

격실재감을 크게 경험할수록 정신적 심상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며, 이

는 높은 경험 만족으로 이어졌다. 반면 소비자의 쇼핑 동기가 구매지향

적인 경우 원격실재감은 쇼핑 목적 달성을 위한 인지적 정교화를 저해하

였으며, 인지적 정교화 수준은 경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경험을 만족스럽게 평가할수록 체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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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던 가상 점포에 대한 방문 의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를

실제로 방문하려는 의도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쇼핑 경험 시 소비자들은 쇼핑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처

리 기제를 사용하며, 체험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경우 심상적 처리 과정,

구매지향적 동기를 가지는 경우 추론적 처리 과정을 통해 경험 만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의 결과와 동일하게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은 점포 경험 상황에서도 심상적 정보처리 과정을 활성화 시키고 추

론적 처리 과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상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패션 소비자들이 가상 점포 경험을 만

족스럽게 느끼고 가상 점포 및 오프라인 점포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전체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표 6-1]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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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실험 결과

1-1

가상현실 유형이 몰입형일 때(vs. 비몰입형일 때)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 진단성이 더 높을 것이

다.

실험

1
기각

1-2

가상현실 유형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인지적 정교화 및 정신적 심상의 매개 효과는

제품 유형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a) 제시되는 제품이 쾌락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

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상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b) 제시되는 제품이 실용재일 때, 가상현실 유형

이 제품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실험

1
지지

1-3
제품 진단성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험

1
지지

2-1

가상현실 점포 경험을 통해 지각된 원격실재감은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실험

2
지지

2-2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신적 심상 및 인지적 정교화의 매개 효과

는 소비자의 쇼핑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a) 소비자가 체험적 동기를 지닐 때, 지각된 원

격실재감이 경험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심

상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b) 소비자가 구매지향적 동기를 지닐 때, 지각된

원격실재감이 경험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정교화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실험

2
지지

2-3

가상현실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만족은

(a) 가상현실 점포, (b)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방

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험

2
지지

[표 6-1] 연구가설 검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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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의 도입을 통해 가상 쇼핑

경험이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행동적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매체에 의해 매개된 가상 환경에서의 쇼

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제품 및 점

포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패션 쇼핑의 경우 온라인 채널을 통

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리테일러들은 가상현실 기술

의 적용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활발한 투자를 진

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쇼핑 맥락에서 몰입형 가상현실이 패션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매체의 기술적 역량이 높을수록 소비자 반응이 긍

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

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형 및 소비자의 쇼핑 동기 등에 따라

몰입형 가상현실의 뛰어난 기술적 수준이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의 기술적 수준이 높을수록 항상

이용자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과 사용자

의 추구 목적이 부합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는 매체 풍요도 이론의 논의에 부합한다(Daft & Lengel, 1986).

특히 본 연구는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한 쇼핑 경험에 있어 소비자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새로운 매체는 정보를 표현하는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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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이는 나아가 소비문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이 소비자의 심상적 처리 모드를 활성화시켜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정보 처리를 보조하는

반면, 추론적 처리 모드는 오히려 저해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제품 유형 및 소비

자 쇼핑 동기의 조절역할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쇼핑 상황에 따른 경

계 조건의 발견에 기여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실증적 실험을

설계하여, 소비자의 체험을 기반으로 가상 쇼핑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수집하였다. 가상현실 자극물 또한 실제로 상용화 되어 있는 가

상현실 점포를 제시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가

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반응 연구의 방법론을 수립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진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패션 제품 제시 및 점포 경험이

소비자의 정보처리, 제품 및 점포 경험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으로써 가상현실 기술의 패션 리테일 환경에의 적용 및 추후 가상현실

쇼핑의 발전 방향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몰입형 가상현실은 심상적 정보처리를 활성화 시키며, 이는 특히 소비자

가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을 검토하는 경우나 체험적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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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롭게 가상 점포를 경험할 때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졌다. 쾌락재를

제시하는 경우, 몰입형 가상현실을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로 재질감, 소재

의 느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풍부한 감각적,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 수준을 높인다면 소비자의

제품 검토 과정을 돕고 제품 평가에 있어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실용적 속성이 강한 제품들의 평가에는 인지적이고 분석적

인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몰입형 가상현실 매체는 이러한 추론적

처리과정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실용재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구

체적인 속성 및 특징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 제품의 기능을 설명해 주는

영상 정보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 점포 경험 상황에서 체험적 목적을 가지는 소비자들은 몰

입형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원격실재감을 높게 지각하고 정신적 심상 처

리 기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

다. 이 때 가상 점포 경험에 만족하는 소비자들은 가상 점포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해당 점포를 실제로도 방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점포의 새로운 컨셉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등 참신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몰입형 가상

점포의 구축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매지향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라는 과업

의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과 소재, 특성, 가격

등의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몰입형 가상현실이 제공하

는 원격실재감이 인지적 처리를 방해하여 소비자들의 과업 달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 산업에 있어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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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는 중국 알리바바의 Buy+, 일본 사이킥 VR 연구소의 STYLY, 미

국 식센스의 vRetail, 그리고 국내의 경우 현대백화점의 VR 스토어, 롯

데백화점의 VR 스트리트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상 점포 내에서 소

비자의 구매 단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특히 가상 점포 경험이 인지적 처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높은 경우 오히려 구매 결정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의 경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상 점포의 구축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 단계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비자가 구매를 위한 깊은 인지적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사이즈, 색상정보 등 제품 특성 정

보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 시 고려

해야 할 배송 및 결제, 환불 정보나 함께 착용하면 좋은 아이템들의 추

천 또는 다른 아이템과 함께 착용했을 때의 예시 이미지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매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제공될 경

우 오히려 인지적 과부화로 인한 구매 연기 등 부정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지적 처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보의 시각화, 음성 안내,

가상 점원과의 대화나 채팅 기능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보들이 명확히

제시되고 쉽게 이해되도록 쇼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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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소비 단계 및 쇼핑 맥락을 적용하여 탐구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

구의 제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상현실 쇼핑을 연구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제품 및 점포 환경

자극물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구동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쇼

핑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미지, 영상 자극물은 매

우 제한적이다. 특히 본 연구의 실험 2에서 가상 점포 경험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지적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 인지적 정교화

수준이 경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에는 현

재 상용화된 가상현실 점포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매장을 실제처럼 걸어

다니며 탐색하거나 진열장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 또는 걸려 있는

제품들을 꺼내어 보는 등의 상호작용성이 부재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매지향적 쇼핑 동기를 가지는 소비자들이

인지적 정교화를 매개하여 경험을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가

상현실 쇼핑 환경에서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품 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쾌락재로 패션잡화인 선글라스,

실용재로 전자기기인 카메라 제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대부분의 소비재는 쾌락적, 실용적 두 가지 속성 차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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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Dhar & Wertenbroch, 2000). 패션 제품의 속성 또한 디

자인이나 색상, 심미성과 같은 쾌락적 속성, 세탁 용이성 및 내구성, 기

능성과 같은 실용적 속성 등을 포함한 다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박은

주, 강은미, 2016), 따라서 패션 제품 내에서도 쾌락적 패션 제품과 실용

적 패션 제품이 구분될 수 있다. 쾌락적 패션 제품은 자아 표현과 관련

되는 반면(Park & Mittal, 1985), 실용적 패션 제품에는 생활에 기본적으

로 필요한 제품이나 기능성 제품들이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Park, Lim,

& Sohn, 2013) 패션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나 구매 결정 과정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백소라, 황선진, 2015).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패션 쇼핑 상황에서 가상현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

양한 유형의 패션 제품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20-30대를 대상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가상현실 경험에 대한 반응은 이용자의 연령, 성별 등

소비자 집단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이 장거리 여

행이 여의치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에게도 집안에서 실제처럼 점

포에 들어가 쇼핑을 하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가상현실 점포들은 주로 오프라인 점포를 가상현실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놓는 재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 제

품의 빠른 수명주기와 역동적인 유행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적용 방식은 가상현실 패션 점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비자의 수용 측

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 점포는 오프라

인 점포를 가상환경으로 손쉽게 옮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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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익숙한 형태의 편안한 쇼핑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

만, 실제 환경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환상적인 점포를 구

축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극대화된 감성적, 감각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장주연, 전재훈, 2018). 현 시점에 가상현실 기술의 가능성

이 가장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가

이용자에게 환상감 및 즐거움을 제공하는 게임과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Goldman Sachs, 2016)라는 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로 경험

하기 힘든 즐거운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몰입형 가상현실 매체의 차별적

인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패션 쇼핑 맥락에서 가상현실

점포를 구축함에 있어, 오프라인 점포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강화된 감

각적 체험과 환상적인 미적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또한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소비문화에 막강한 영향

력을 끼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비자 웰빙과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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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ergence of new media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not

only changes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but also the way

people accept and process information. In an online shopping

environment, consumers experience the product indirectly by relying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tailer and therefore the indirect

experience’s presentation format of the product information in the

media has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the consumer’s information

acquisition, processing mechanism and the resulting willingness to

purchase. Particularly in the fashion shopping context, the

multisensory experience of consumers in the media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duct evaluation and channel selection.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attempts

to effectively communicate information on fashion products have also



- 182 -

been spreading in the fashion industry.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 the fashion marketing area, which empirically identifies

the effects of virtual reality in various consumption contexts. There

has also been extensive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the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in shopping-related decision making, but it has

not yet been clarified whether the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identified in the preceding study applies to the shopping

environment that is implemented as a virtual reality. Thus,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of consumers in

terms of the impact of virtual reality shopping experience on

consumers’ product evaluation and experience satisfaction, and also to

see how the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in virtual reality store

can be changed by the product type and consumer shopping

motivation.

Experiment 1 explored the impact of product presentation through

virtual reality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and product

diagnosticity perception of consumers during the product review

phase. 101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participated in

face-to-face experiments and surveys in a controlled laboratory.

According to experimental conditions, subjects interacted with

three-dimensional product images using laptops and mouses in

non-immersive virtual reality condition, and head mounted

displays(HMD) and controllers in immersive virtual reality con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use different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to perceive product diagnosticit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duct, while hedonistic products are reviewed through

imagery processing mode, utilitarian products are reviewed through

discursive processing mode. In particular, immersive virtual reality

activated the mental imagery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and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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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impact on the discursive processing process mode.

Therefore, the higher technical level of virtual reality environment

does not lead to positive consumer response, but rather it confirmed

what products presented through th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during the shopping process makes big impact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response of consumers.

In Experiment 2, the context of the study was extended to store

experience in th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in order to understand in

depth the effects of the shopping experience provided by immersive

virtual reality.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of the telepresence

experience through virtual store environments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and experience satisfaction of consumers,

face-to-face experiments and surveys were conducted in a controlled

laboratory as did in Experiment 1. Sixty-three male and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participated, and subjects were

familiar with the shopping situation scenario based on shopping

motivation conditions and conducted store experiences through

immersive virtual reality system.

The findings revealed that consumers use different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depending on their shopping motives,

experiential shopping motivated uses imagery processing mode and

consumers with buying-oriented motivation uses discursive processing

mode to assess their experience satisfaction. Thus, the immersive

virtual reality has been shown to activate the mental imagery

information processing mode and impede the discursive processing

mode in the store experience situation. When the imagery processing

mode is going fluently, fashion consumers are satisfied with virtual

store experience and have positive response to visiting virtual and

offlin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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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the mechanisms for information processing

by consumers in their shopping experience through virtual reality.

This study also contributed to the discovery of boundary condition

according to shopping situations by identifying moderating role of

product type and consumers’ shopping motivation in the impact of

virtual reality shopping experience on consumer responses. From a

methodology perspective, this study designed empirical experiments

using virtual reality devices and collected actual responses to virtual

shopping experiences based on consumer experiences. Virtual reality

stimulants have also increased external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by presenting virtual reality stores that are actually

commercialized, and through this, the methodology of consumer

response research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established its

signific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tail practitioner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sumer response in the virtual

reality shopping environment and use it usefull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shopping and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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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Elaboration, Product Diagnosticit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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