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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생활 방식 변화는 삶의 소

비방식과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부동산 마케팅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모델하우스를 이용한 마케팅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밀집과 밀접한 형태의 마케팅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특성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에서 언급하는 3밀(밀폐, 밀집, 밀접)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모델하우스 고객 마케팅 강화와 모델하우스 고객 마케팅 과정에서 상

기 3밀 특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현 결과를 보인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3밀 회피를 통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ABSTRACT

As fears of infection with the Corona 19 virus increase, an untact mood is also blow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Changes in life style are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 way of life and patterns of consump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ing market, such changes are inevitable. In particular, marketing using a real estate model house has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ing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denseness that many people visit in an enclosed space. These 
characteristics include all three features (airtight, dense, close), characteristics mentioned in the COVID-19 prevention 
rul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ways to reinforce model house customer marketing in line with the untact 
(non-face-to-face) trend and to avoid the above three features, characteristics in the model house customer marketing 
process, and show the implementation results to avoid features. Through this, we propose a safe and expandable real 
estate marketing strategy through the avoidance of the three features of coron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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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지식 서비스 산업 발전은 다양

한 산업에 서비스 확대 및 증진을 위한 분야로 적용 발

전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치아래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스마트폰 시

대가 본격화 된 이후 2019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2400만
대를 상회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4000만명을 훨씬 상

회하는 사용자수를 보이고 있다[1].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수 증가는 우리사회의 많

은 영역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 자가 거주를 위

한 아파트 분양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모델 하우스를 통

하여 고객들에게 건축이후 제공할 아파트 정보를 제공

한다. 이에 모델하우스는 주택 매수자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사전정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

트 구매 유혹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과정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소가 모델하우스이며, 이곳에서 아파트 내

부와 동일한 구조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2].
그와 같은 모델하우스는 물리적 체험공간으로서 시

간적으나 공간적 제약이 있으며,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설계 및 구축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사들은 주택경기 침체기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분양

가 인하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려한 모

델하우스는 보기에 좋고 아파트 품격을 높이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지만,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의 분양가에 포

함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

는데 건축비만 평균 10억원 정도 소요되며, 부지 임대료

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모델하우스 운영비가 적어도 

연간 최대 수백억에 이르는 곳도 있다[3]. 
모델하우스 구축 비용만으로도 상당히 큰 비용이 소

요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으로 건설사들

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특징은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고강도 실내운동이나 많은 사람이 밀집, 혹은 

주요 전파 매개체인 비말이 전달될 수 있는 거리인 근거

리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

되는 곳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 
이와 같이 건설사들은 비용절감과 전세계적으로 유

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가

상현실/증강현실/비대면 마케팅 등으로 변화를 시도하

고 있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모델하우스 

구축 운영시 3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5].
본 논문에서는 산업의 다양한 분야들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마케팅과 교육 등에 활용 가능한 원

격 마케팅 방안 제시와 구현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
를 위해서 원격 접근을 통한 데모가 가능하도록 앱을 통

한 홍보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모

델하우스 내부 전경과 실내 인테리어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수칙 준수와 향후 비용절감

을 통한 마케팅 실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 등 비대면 접촉을 통한 마케팅 활용 도구

와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며, 3장에서 구축할 건축 모델

하우스 비대면 앱 서비스 시스템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실내 환경을 360도로 촬

영한 영상을 원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실행화면을 중

심으로 설명한다. 끝으로 5장에서 결론으로 맺는다. 

Ⅱ. 관련연구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표현 기술은 몰입형 장치를 사

용하며, 프로젝션 기반 몰입형 가상현실 디스플레이인 

동굴형 자동가상환경(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CAVE) 방식과 HMD (Head Mounted Display) 방식의 

가상현실 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CAVE 방식은 한곳에

서만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단점이 있으며, HMD 방
식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장점으로 부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머리에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Wearable Device) 장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웨어러블 장치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매직

리프가 있으며, 구글글래스 외 매우 많은 제품들이 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6]
가상현실(VR) 기술의 단점인 현실성을 보완한 기술

로 증강현실(AR) 기술이 기존 가상현실 기술 영역을 상

당부분 대치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증강현실은 현실

적인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거나 혼합

하여 현실세계에 투영시킴으로써 현실세계의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기법이다. 다음 표 1은 위에서 설

명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의 비교를 표로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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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ion VR with AR

AR VR

Concept

Provides more object or 
image information by 
synthesizing virtual 

information with real 
information

Real space or image is 
reproduced by making 

computer graphic

Case
Display distance from free 

kick position to goal in 
soccer game

Let users experience as if 
they were in a scene

가상현실 장치와 증강현실 장치의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레노보사의 Daydream을 

지원하는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기인 Mirage Solo, 페
이스북의 오큘러스 Quest 등 어느 시점의 장치에 대한 소

개보다 기술내용과 활용 사례[그림 1]가 사용자 서비스 

관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듯하다.[7][8][9] 이러한 측면에

서 장치 기술은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이 현실화되어가

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보다 법인 등 기업 

시장 중심으로 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Fig. 1 Applications of AR and VR

이와 같은 기술들은 건축분야에서도 많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단
계 목표로서 기존에 많은 기술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

로 모델하우스 실내외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원

격기반 구조의 서비스 전략을 제시한다.

Ⅲ. 모델하우스 앱 서비스 구성

본 장에서는 모델하우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구축

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앱 서비스 구축 및 분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염려로 일상 생활의 변화는 불가

피하게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다. 다행히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본 연

구결과 서비스를 통해 모델하우스분야 마케팅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기획 및 구축방안에 관하

여 살펴본다. 

3.1. 모델하우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시스템 구성

일반적으로 앱 개발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웹서버, 웹
파서 미 데이터저장소와 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베이

스 관리시스템(DBMS)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

다. 이러한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모델하우스 마케팅 서

비스를 위한 구성도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for model house marketing 
service

앱을 통한 인터넷 접근은 웹접근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여 사용자 요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DBMS 접근을 통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영상중심

의 서비스는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파일 단위 접근서비

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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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앱 서비스 구성도

모델하우스 서비스 구성은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업

체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범주의 서비스와 

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 그림 3은 앱 실행과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었다. 

Fig. 3 Step-by-step service provision flow 

회사 규모에 따라 지역별 모델하우스 운영이 존재할 

수 있다. 지역별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크기별 분류

를 통해 입주자 혹은 구매자들에게 소개 및 홍보가 진행

된다. 다음단계는 실제 사용자들의 주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영상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기 과정에 

따른 개발 결과를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Ⅳ. 구현 결과와 분석

본 장에서는 기술개발 결과에 따른 내용 중심으로 살

펴보고, 이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모델하우스 

마케팅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앱 실행과 함께 저작권 안내 과정을 추가 혹은 

삭제한 후 다음 실행과정을 통해 회사의 지역별 분양 모

델하우스 소개 화면을 도시하는 과정이 그림 4에 도시

되어 있다 .

Fig. 4 List of model houses

지역별 분양 모델하우스가 나타난 화면에서 임의의 

지역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고 있

는 아파트의 크기별 모델하우스 선택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이 다음 단계로서 사용자가 크기를 선택함에 따라

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모델하우스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다음 그림 5에 실행 결과 화면을 나타 

내었다. 

 

Fig. 5 Execution snapshots for the video according to 
selec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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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

람들이 모이거나 밀집되고, 근거리에서 잦은 접촉이 일

어날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이 건축분야의 모델하우

스 현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모델하우스 마케팅

은 기존의 마케팅 방법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에 온라인을 환경에서 360도 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구현하여 제시해 보았다. 

Ⅴ. 결  론 

건축분야에서 모델하우스 역할은 주택 구매들의 실

거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구축된 건물이다. 
건축주들은 분양이 곧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률을 높이고자 분양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바
이러스의 영향으로 기존에 유행하던 방식의 모델하우

스 마케팅은 매우 위험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매우 큰 장소이다. 
이에 기존의 모델하우스 마케팅 방법에서 온라인 환

경에서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시되고 활용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영상 서비스 수준이 사용자, 구매자가 느

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360도 영상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욱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회적 책

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마케팅 전략으로서 온

라인 서비스를 360도 영상을 기반으로 서비스 할 수 있

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델하우스

를 체험할 수 있는 강화된 마케팅 서비스를 제시하고 개

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고객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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