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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VR(Virtual Reality) 점포, 즉 가상현실 점포는 시뮬

레이션 된 가상의 환경에서 사용자가 현실과 같이 스

스로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원격실재감(telepresence)

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Steuer, 1992) 쇼핑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패션기업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소비자의 쇼핑경험을 극대화

하고자 VR, AR(Augmented Reality) 기술 등을 적극 도

입하여 가상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현실

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의 시뮬레이션 된 현

실세계와 중첩된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사용자는 가상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상호작용

하게 된다(Tate et al., 2010). 일반적으로 VR점포 쇼핑

에서는 실제 환경을 차단하고 가상의 공간을 출력해 

주는 몰입형 디스플레이인 HMD(Head Mounted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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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를 착용하고 사용자의 머리의 움직임을 입력하

고 동시에 조이스틱 컨트롤러로 팔과 손의 움직임을 

입력하여 가상의 공간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몰입형 

가상현실(immersive virtual reality)이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몰입형 VR점포는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움직

임을 가상환경과 결합시켜 반응하고, 그로 인해 사용

자는 더욱 가상현실 공간에 몰두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쇼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패션브랜드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쇼

핑체험과 동시에 상품정보 제공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VR점포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몰입형 VR

환경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에서 쇼핑하듯이 접근이 가능한 VR점

포를 구현하고 제품의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연동하기

도 한다. 프라다와 디올 등의 브랜드는 유튜브VR이나 

오큘러스VR과 같은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몰입

형 VR쇼핑이 가능하도록 VR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Hwang, 2021).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상용화되고 있

는 패션 VR점포에서의 소비자 경험의 관점에서 VR점

포에 대한 쇼핑경험 만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를 이해하고자 한다. VR점포에서의 쇼핑이 서비스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VR점포 쇼핑경험에 대한 만족

은 주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VR점포에서의 

경험 만족은 지속적으로 VR점포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 의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Homburg 

et al., 2006; Parasuraman & Grewal, 2000; Van Kerre-

broeck et al., 2017).

가상현실의 경험에서는 사용자가 컴퓨터, TV, 거울, 

안경 등 다양한 기기 즉, 매체를 통해 매개된 또 다른 환

경에 놓인다는 측면에서(Berg & Vance, 2017; Klein, 

2003) 이 환경이 얼마나 사용자로 하여금 현실세계에 

있는 듯한 실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VR경험에 대한 연구들이(Hudson et al., 2019; Hur 

et al., 2019; Jang et al., 2019; Van Kerrebroeck et al., 

2017) VR환경 특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패션 

VR점포는 매개된 가상환경에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점포의 방문이나 제품의 구

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VR점포의 시각

적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패션상품의 쇼핑이 쾌

락적 소비(hedonic consumption) 과정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시뮬레이션 된 VR점포 환경의 색상이나 그래

픽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구현되어 사용자들에 더욱 

풍부한 감각적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상환경

의 생생하고 선명한 정도는 생동감(vividness)로 정의

되는데(Steuer, 1992), VR점포의 생동감은 사용자로 하

여금 가상환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더 잘 이해하게 

하여 VR점포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가 된다(Fiore et al., 2005; Hur et al., 2019; Papagianni-

dis et al., 2013). 본 연구는 패션 VR점포 환경의 특성으

로 VR점포의 생동감을 중심으로 소비자 VR경험 만족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VR점포에서의 사용자 경험은 가상환경 밖의 외부

세계와는 단절되고 가상환경에서 얼마나 쇼핑에 몰두

하는 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사용자가 VR환경에서 

느끼는 몰입감은 VR환경의 중요한 경험적 요소가 된

다. 사용자의 몰입감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 VR점포에

서는 사용자의 외부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신체 움

직임에 따라 반응하도록 설계된 일체형 기기를 주로 착

용하고 쇼핑이 이루어진다. 특히 VR관광이나 게임처

럼 새로운 환경으로 사용자의 이동 즉, 탈출(escape)이 

주된 영역에서는 VR환경의 몰입의 경험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VR환경에서의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몰입, 실재감(presence), 플로우(flow)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VR경험에서의 이들의 역

할을 검증하고 있다(Hudson et al., 2019; Jannett et al., 

2008; Jung & tom Dieck, 2017; Murray, 1997/2001; Shin, 

2018; Van Kerrebroeck et al., 2017). Wei et al.(2019)은 

최근 이러한 VR환경에서의 몰입을 VR실재감(VR pre-

sen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내가 있는 현

실세계를 벗어나 순간 시간적 감각도 잊어버리게 하

는 사용자의 가상환경 몰입에 대한 경험은 VR경험의 

성과에도 직결될 수 있다. 특히 VR점포에서의 몰입은 

VR점포 환경이 갖는 감각적 표현에 의해 유도될 수 있

으며(Jang & Chun, 2018), 결과적으로 VR점포에서의 

쇼핑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VR점포 환경특성이 점포경험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몰입의 매개적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VR경험이 함께 참여하는 타인

의 영향력(Hudson et al., 2019)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패션관여도(Hur et al., 2019) 또는 소비자 혁신성과(Wei 

et al., 2019) 같은 소비자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혁신성

과 같은 소비자의 특성은 VR몰입을 낮추는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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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Wei et al., 2019). VR점포가 

새로운 기술의 채택하고 있는 쇼핑환경이라는 측면에

서 본 연구는 VR쇼핑 경험에 있어 소비자의 VR사용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

다. 특정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 능력에 대한 믿

음인 자기효능감(Bandura, 1982; Martocchio, 1994)은 

VR점포 쇼핑의 성과 즉, 쇼핑경험 만족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VR점포 특성

과 VR경험 시 지각하는 몰입이 VR쇼핑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마케팅 측면에서 VR점포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와 같은 생생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브랜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VR점포의 특성 즉, 생동감

이 VR쇼핑 경험의 성과인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관계에 있어 VR점

포에서의 몰입 경험의 역할을 규명하고 VR점포 쇼핑

경험 만족에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패션브랜드

의 VR전략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VR점포 생동감

VR점포는 매체로 매개된 가상의 환경에서 쇼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점포환경을 결정짓는 기술의 특

성은 소비자의 경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Coyle & Thorson, 2001; Klein, 2003; 

Steuer, 1992)는 VR환경의 특징적인 기술적 특성으로 

생동감과 상호작용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점포

의 특성과 패션제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VR점포의 시각적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보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하는지는 소비자가 이를 실제의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Steuer(1992)

는 이를 VR환경의 생동감이라고 정의하였다. VR점

포의 생동감은 매개된 가상환경이 얼마나 다양한 감

각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감각적 정보의 품질이 좋은지에 따라 그 수준이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Papagiannidi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가상의 3D 패

션점포 환경에서 색상 생동감(color vividness), 그래픽

의 생동감(graphic vividness), 3D 구현의 진실성(auth-

enticity)은 실제와 같은 가상의 경험 즉, 시뮬레이션 된 

경험(simulated experience)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 VR 패션점포 환경에서도 시각적 표현의 풍부함 

즉, VR점포의 생동감은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 VR점포의 사용을 쉽게 느

끼게 하며, 사용에 대한 즐거움 등의 긍정적 감정도 활

성화시킬 수 있다(Hur et al., 2019; Jang et al., 2019). 온

라인 가상점포에서의 사용자의 원격실재감의 결정요

인을 제안한 Fiore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가상환

경과 사용자 감각의 관계가 얼마나 통제가 되는지(con-

trol), 가상환경이 얼마나 생생하고 자극적인 경험을 제

공하는지(color and graphics vividness), 그리고 온라인

의 감각적 정보가 현실세계의 자극물과 얼마나 근접

한지(authenticity)에 따라 가상환경에서의 실재감이 결

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가상환경의 생동감

은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점포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재방문을 증가시킬 수 

있어(Fiore et al., 2005; Shih, 1998), VR점포 환경의 특

성으로서 VR점포의 생동감은 소비자의 VR점포 경험

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2. 몰입

VR점포의 사용자들은 가상현실의 환경 속에서 쇼

핑을 하면서, 그들이 진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

고,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현실세계는 잊어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VR환경은 사용자로 하여금 마치 현실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사용자는 가

상의 현실에 둘러싸여 그 공간에서 자신의 주의력과 

인식체계를 지배당하게 되는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Murray, 1997/2001; Shin, 2018).

몰입은 넓게는 현실 혹은 가상세계 속에 있는(being 

in) 것 같은 경험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이거나 정신적

인 참여로 간주될 수 있다(Carù & Cova, 2006; Pine II & 

Gilmore, 1999). 가령 일상에서 탈출하여 VR로 제공된 

새로운 여행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험은 강한 몰

입감과 관계된다. VR점포에서의 경험하는 사용자의 

몰입감은 가상환경이 얼마나 몰입적 기술(immersive 

technology)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지만, 많

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술과는 구분된 소비자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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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적 몰입을 몰입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측정하

여 왔다(Hudson et al., 2019; Jung & tom Dieck, 2017; 

Van Kerrebroeck et al., 2017). 

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먼저 실재감을 들 수 있다. 

실재감은 특정한 환경 내에 있는(being there)듯 한 감

각이라면 몰입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몰입은 독서와 같은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도 일

어날 수 있는데, 특정한 일에 깊이 관여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되는 시간적 분리를 경험한다

는 점에서 실재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다

(Hudson et al., 2019). Steuer(1992)는 매체로 매개된 가

상의 환경에서 느끼는 실재감을 원격실재감로 정의하

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원격실재감이 몰입의 선행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Hoffman & Novak, 

1996). 한편, 실재감 역시 몰입의 경험이 없더라도 가

능하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가상 시뮬레이

션으로 다소 지루한 과업을 수행할 때 가상의 환경에

서 시간적 감각을 잃어 버리진 않았으나 가상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상상은 할 수 있다(Jannett et al., 2008).

또한 몰입은 플로우와 유사할 수 있는데, 두 개념은 

구분되고 있다. 사람들은 행위를 하는 동안 다양한 수

준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플로우는 깊은 몰입

감으로 완전히 경험하거나 혹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시간적 분리, 주변환경의 인식이라

는 측면에서 몰입과 플로우는 유사하나, 플로우는 자

기의식을 의식을 잃고 극한의 몰입의 세계로 들어가

는 것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Jannett et 

al., 2008). 또한 Csikszentmihalyi(1990)는 플로우가 내

재적인 최적의 경험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플

로우는 강한 긍정적 감정을 결과적으로 수반하게 되

나 몰입은 감정에 항상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Jannett 

et al.(2008)은 VR환경에서 몰입은 좀 더 환경 특정적

이고 심리적인 경험과 연관이 되며, 최적의 경험이라

는 개념보다는 다소 개인의 평범한 경험에 속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R점포에서 소비자

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VR환경에서 겪는 다

양한 몰입의 수준을 측정하고 VR점포의 생동감이 VR

점포 쇼핑의 결과인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몰입을 설명하고자 한다.

VR점포에서의 사용자의 몰입감은 VR환경이 몰입

적 기술이 적용될 때 더욱 유도될 수 있는데, 특히 감각

적 표현이 강화될수록 몰입은 높아질 수 있다(Jang & 

Chun, 2018). 가상현실은 3D 이미지의 구현으로 입체

감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사용자의 신체 움

직임과 화면의 움직임을 일치시켜 감각적 경험을 강

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표현의 풍부함은 사용

자로 하여금 VR점포 쇼핑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Wei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VR기술이 적용된 테마

파크를 방문자를 대상으로 VR실재감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분석하였는데, VR실재감은 시각적 해상

도와 같은 VR기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VR의 

기능적 품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하였다. 

즉, VR로 제공되는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상

세하면 VR의 생동감에 높아 VR공간을 방문한 사람들

은 더욱 VR환경에 몰입하게 되어 실재감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VR실재감이 높아질수록 VR에 대

한 만족,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VR점포의 생동감은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VR점포 쇼핑경험 만족

서비스 경험 측면에서 소비자의 만족은 소비자의 행

동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변수로 

논의되어 왔다(Homburg et al., 2006; Parasuraman & 

Grewal, 2000). 특히 소비자는 소비경험을 통해 인지

적, 감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 평가가 

경험 만족을 형성하게 된다(Homburg et al., 2006).

제품뿐만 아니라 점포에서도 경험적 소비라는 측면

에서 쇼핑경험 만족이 중요한 성과로 다루어져 왔는

데, VR경험 역시 궁극적으로 점포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an Kerrebroeck et al.(2017)의 연구에서

는 쇼핑몰에서 VR경험의 성과를 확인하였는데, VR

경험이 VR경험 전에 형성된 쇼핑몰의 점포 혼잡에 의

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만

족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VR점포 생동감과 쇼핑경험 만족

가상현실 환경의 생동감은 경험 만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Papagiannidis et al.(2013)은 가상의 

3D 패션점포 환경을 실험자극물로 구축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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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측정하였는데, 가상점포에서의 시뮬레이

션 된 경험(simulated experience)은 점포의 색상과 그

래픽의 생동감, 3D 진실성(3D authenticity)에 영향을 

받게 됨을 확인하였다. 생동감과 진실성이 높은 가상

환경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상공간에서 긍정적 경험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점포와의 인게이지먼트 즉, 감정

적 연계(Bowden, 2009)를 형성하여 경험 만족을 유도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실제 구현된 나이키 VR매장을 체험하게 하고 소비

자 반응을 측정한 Hur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의 패션관여도와 VR점포의 기술적 특성으로 생동감

과 상호작용성이 VR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TAM

모델에 기반하여 검증하였다. VR점포의 생동감은 유

희성을 통해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생동

감이 높을수록 사용용이성이 높아지고 순차적으로 유

용성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VR사용 의도를 높이

는 주요한 변수가 됨을 확인하였다. 

 

2) 몰입과 쇼핑경험 만족

선행연구에서는 VR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몰입이 

VR경험의 만족이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VR관광이나 VR게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Hudson et al., 2019; Jung & tom Dieck, 

2017) 몰입이 VR경험의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테마파크에서 관광객들을 대

상으로 한 VR투어 경험을 측정한 Hudson et al.(2019)

의 연구에서는 VR환경에서의 몰입이 VR경험 만족과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몰입이 가상세계 외부로부터 벗어나고, 

현실의 시간과 분리되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인 타인

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VR점포에서 쇼핑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 연구들에

서도 몰입은 VR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 하

고 있다. Han and An(2019)의 연구에서는 몰입을 원격

실재감, 도전감, 바디오너쉽, 통제감의 차원으로 구분

하고 몰입이 지각된 가치 즉, 즐거움과 유용함을 매개

로 VR사용 의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도전감을 제외한 몰입의 구성요소는 즐거움을 매개로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원격실재감은 긍정적 감정(즐거움)을 통해서만 이

후 행동을 유도하여 VR사용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VR점포의 생동감은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몰입은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주

어진 요구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자

신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 Wood, 

1989). 혹은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적 · 인지적 원천 및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

ra, 1982; Martocchio, 1994).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

재적 특성이지만 업무의 중대성(magnitude: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의 어려움 정도), 강도(strength: 

중대성에 대한 확신 정도), 일반화(generality)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새로운 정보와 경험이 쌓이

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Bandura, 1982). 

Bandura(1982)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

려운 과제는 피하고 쉽고 간편한 일을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한다. 따라서 소비

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해당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하

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

로서 자기효능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나 제품을 쉽게 사용하고 해당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garwal & Karahanna, 2000; 

Cheon, 2020; Hayashi et al., 2004). Cheon(2020)은 기

술수용모델과 플로우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

능감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였다. VR쇼핑 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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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플로우

와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만족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Lee and Kwon 

(2006)은 인터넷 쇼핑환경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쇼핑 시 더 높은 플로우를 경험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3)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스

마트폰 사용이 다른지 연구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

석 결과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기효능

감이 높을 때 기술을 더 쉽게 인식하고 이는 기술이 적

용된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izzi et al.(2020)의 VR점포 쇼핑경험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소비자의 VR쇼핑의 직접적 성과가 고려될 때 유효한 

설명을 가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서는 VR점포 환경특성이 VR쇼핑 지각 과정 즉, 실재

감, 쇼핑경험, 가치변화 지각을 거쳐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VR쇼핑 지각 과

정에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새

로운 기술의 수용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설

명된 자기효능감은 쇼핑을 위해 직접적 사용이 가정

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VR점포에서 

소비자는 이미 기술이 내재된(embedded) 환경에 있음

을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의 기술에 대한 사용능력 및 

자신감 등이 실재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Pellas(2014)의 연구에서는 가

상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상황에서 소비자의 기

술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주어진 일에 대한 성과

적 측면에서 즉,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R점포 쇼핑맥

락에서 자기효능감이 VR점포의 경험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VR점포의 환경특성

으로 생동감과 VR점포에서의 몰입이 VR점포 쇼핑경

험 만족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조절

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며,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

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4-1. VR점포 생동감이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될 것

이다.

H4-2. 몰입이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

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실험자극물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VR점포에서의 쇼핑경험

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로 상용화된 롯데 VR점포를

(m.lotteimall.com)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롯데 VR점

포는 특정 브랜드의 VR점포의 쇼핑이 가능하며, 진열

된 의류제품을 선택하여 상세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상현실 점포의 

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 패션쇼핑

의 주 소비자층이 20~30대임을 감안하여 유니섹스 캐

주얼 브랜드(Saint James)의 매장을 VR점포의 자극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경험한 VR점

포의 이미지는 <Fig. 2>와 같다.

Immersion

Vividness User Satisfaction 

Self-efficacy

H4-2 
H1 

H3 

H2

H4-1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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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R view (b) Product presentation (c) Product information

Fig. 2. The stimulus of study: Saint James VR store (m.lotteimall.com).

Captured by author (2021, February 12).

 

2. 측정도구

VR점포 쇼핑체험 후 VR점포에 대한 반응으로 VR

점포의 생동감, 몰입, 쇼핑경험 만족 등을 질문하였다. 

VR점포의 생동감은 Choi and Taylor(2014)의 연구에

서 사용된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VR점포가 ‘내가 쇼

핑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쇼

핑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쇼핑을 

하면서 제품을 구경하는 것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

었다’의 3문항을 포함하였다. 

몰입은 선행연구를 토대로(Hudson et al., 2019; Jan-

nett et al., 2008) VR경험을 통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몰입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나는 VR점포에서 쇼핑

하는 동안 외부세계와 차단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VR점포에서 쇼핑할 때 완전히 몰입되는 느낌이 들었

다’, ‘나는 VR점포에서 쇼핑하는 동안 평상시 신경쓰

는 일들을 잊어버렸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VR

점포 쇼핑경험 만족은 선행연구(Poushneh & Vasquez- 

Parraga, 2017; Sands et al., 2015)를 토대로, ‘이 VR점

포를 이용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이 VR

점포를 경험하는 것은 즐거웠다’, ‘나는 이 VR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된 자기효능감은 Lee 

et al.(2002)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하여 ‘이 VR점포에

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 ‘나는 이 VR점포에서 패션제품 쇼핑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다’, ‘이 VR점포에서는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이 VR점포에서의 나의 쇼핑결과

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VR점포에서 원

하는 패션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의 

5문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점포환경에 대한 쇼핑경험을 

측정하고 있어, VR점포의 쇼핑경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였다. 최근의 VR 관련 연구

들에서는 가상현실의 기술은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 처리나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Arnone et al., 2011; Jung 

et al., 2016; Schutte, 2020). 특히나 VR환경에서의 경

험으로 인해 유발된 호기심은 이후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 혹은 플로우 등의 쇼핑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되고 있어(Schutte, 2020), 본 연구에서는 

VR실험 과정 중에 촉진될 수 있는 소비자 특성변수로 

호기심을 통제하였다. 호기심은 선행연구(Litman & 

Spielberger, 2003; Stell & Paden, 1999)를 토대로 VR점

포 쇼핑 시 지각된 호기심을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VR점포를 둘러보면 호기심이 자극된다’, ‘이 VR

점포에서 쇼핑을 할 때 상상력이 자극되는 것을 느낀

다’, ‘이 VR점포는 나를 궁금하게 만든다’, ‘이 VR점포

를 구경하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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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또한 

선행연구에서(Gao & Bai, 2014) 온라인 쇼핑 시 쇼핑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효과 측정 시 통제를 제안

한 소비자의 성별을 측정하였으며, 피험자가 자극물

인 VR점포를 방문한 실험 시작 시간과 실험 종료 시간

을 기록하여 VR점포 쇼핑 시간을 측정하였다. 

 

3. 실험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VR점포 체험은 몰입형 가상현실 쇼핑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일체형 

기기인 Oculus Go를 착용하고 진행되었다. 먼저 피험

자들은 실험 전에 VR점포 경험 등에 대한 사전 설문에 

응답한 후, 기기 조작방법 및 가상쇼핑 체험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듣고 기기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체험을 하

도록 하였다. 이후 실험자극물의 VR점포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쇼핑을 하도록 하였으며, VR점포 쇼핑이 끝

난 후 쇼핑경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실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20~30대 남

녀 소비자를 포함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모

집되었다. 남성 29명, 여성 29명으로 총 58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치를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87.9%, 

30대 12.1%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생

(48.2%) 및 대학원생(48.2%)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

는 모두 실험 참여 전 몰입형 VR이 적용된 쇼핑몰의 

가상쇼핑 경험이 없었으며, 자극물인 VR점포에서 최

소 2분에서 최대 8분간 머물렀으며 평균 3.8분 체험이 

이루어졌다. 

 

IV. 결과및논의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다문항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

다. VR점포의 생동감(α=.884), 몰입(α=.909). 쇼핑경험 

만족(α=.822), 자기효능감(α=.920), 호기심(α=.841)의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가 .800 이상으로 높아 각 척도

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

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합산 평균하여 이후 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1>

Mean S.D.

Vividness 3.856 .643

Immersion 3.385 .819

User satisfaction 3.563 .715

Self-efficacy 2.806 .819

Curiosity 3.620 .661

Table 1. Variables for model test

과 같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Ha-

yes, 2015; Muller et al., 2005; Preacher et al., 2007)를 

토대로 첫 번째 단계로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대한 

VR점포 생동감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몰입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세 번째 단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적 검

증절차를 거쳤다. 

먼저 1단계로 VR점포 생동감이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되었다(β=.518, t= 

4.532, p=.000). 다음 2단계로 VR점포 생동감과 VR점

포 쇼핑경험 만족 관계에 대한 몰입의 매개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 3.4

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

다(샘플수: 5,000, 95% 신뢰도, 4번 모델). VR점포의 생

동감은 독립변수로, 몰입을 매개변수로, VR점포 쇼핑

경험 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VR점포 쇼핑경

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의 호기심, 성별 

그리고 VR점포 쇼핑 시간을 공변수로 투입하여 통제

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VR점포 생동

감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coefficient=.441, 

95% CI=[.039~.843]), VR점포 만족에 VR점포 생동감

의 인과적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coefficient=.233, 

95% CI=[‒.016~.483]), 몰입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oefficient=.188, 95% CI=[.023~.352]). 또

한 VR점포 생동감의 간접 효과 즉, 몰입을 매개로 VR

점포에 대한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effect=.083, 

bootSE=.059, 95% CI=[.011~.220]) 몰입의 매개 효과

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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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3.4의 15번 모델을 토대로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샘플수: 5,000, 95% 신

뢰도). VR점포의 생동감은 독립변수로, 몰입은 매개

변수,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은 종속변수로 동일하게 

투입한 몰입의 매개모델을 토대로, 자기효능감을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

의 관계의 각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호기심, 성

별, VR점포 쇼핑 시간은 공변수로 통제되었다. 

부트스트랩 분석결과, 먼저 몰입에 대한 VR점포의 

생동감이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95% 신뢰구간이 .039~ 

.843 값을 보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단

계와 3단계 결과에 따라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VR점포 환경의 특성으로 생동감 즉, VR점포가 

선명하고 생생하게 전달될수록 소비자들은 쇼핑몰입

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대한 분석결과<Table 3>, 

VR점포의 생동감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

며(95% CI=[‒.637~.591]), 몰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이 확인되었다(95% CI=[.175~1.510]). 따라서 가

설 2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3은 지지되었다. VR점포 쇼

핑 시 소비지가 지각하는 높은 몰입감은 결과적으로 

VR점포 쇼핑경험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데, VR점포의 

생동감이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몰입

을 매개로 한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의 가설 모델의 인과적 경로는 <Fig. 3>과 같다.

또한 몰입과 VR점포 만족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

감의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VR점포 생

동감과 쇼핑경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조

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95% CI=[‒.193~‒.267]), 

몰입과 쇼핑경험 만족과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의 유의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Independent variable  

Vividness   .441* .039 .843

Covariate variable

VR shopping time ‒.002 ‒.143 .137

Gender .236 ‒.241 .713

Curiosity .066 ‒.331      .463

*p<.05

Table 2. The results of bootstrap analysis on immersion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Independent variables  

Vividness ‒.022 ‒.637  .591

Immersion .842*  .175 1.510

Efficacy .982 ‒.068 2.033

Vividness × Self-efficacy

Immersion × Self-efficacy

.038

‒.253*

‒.193

‒.492

 .267

‒.014

Covariate variable 

VR shopping time .083*  .003 .163

Gender ‒.034 ‒.310 .242

Curiosity .511**  .261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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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results of bootstrap analysis on user satisfaction with VR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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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Immersion

Vividness User Satisfaction 

Self-efficacy

–.253*.441* 
.842* 

Fig. 3. The research model.
 

한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95% CI=[‒.492~‒.014]). 따

라서 가설 4-1은 기각되었으며, 가설 4-2는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대한 몰입과 자

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

인 자기효능감의 평균값과 평균값±표준편차 값의 수

준에서 VR점포 만족에 대한 몰입의 인과적 효과가 유

의한가를 검증하였다(Table 4). 분석결과, 자기효능감

이 낮은 수준에서(Mean ‒1 S.D.=1.987), 조절 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107~.573]). 즉, 자기효

능감이 낮을 때는 높은 몰입감을 지각하는 소비자는 

VR점포 경험 만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혁신적인 VR점포 환경에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 몰입경험의 영향으로 쇼핑성과

가 유도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가 VR점포 쇼핑 시 지각하는 VR점

포의 생동감이 VR점포에서의 쇼핑경험에 대한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VR점포 기술의 발

달로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VR점포 쇼핑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VR점포에서의 만족스

러운 쇼핑경험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

점포의 생동감은 쇼핑 시 지각하는 몰입을 통해 만족

에 이르는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혁신

적인 쇼핑환경에서의 쇼핑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자의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VR점포의 생동감은 VR점포에서의 몰입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현실의 점포환경에서 노출된 소

비자는 제공되는 점포환경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현실과 같은 감각적 정보를 전달할수록 더욱 가상점포 

공간에서의 외부환경과는 차단되고 쇼핑에만 전념할 

수 있다. 특히 VR점포 쇼핑에서는 이러한 몰입감을 높

이기 위해 일체형의 몰입형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쇼핑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는 VR점포의 생동감은 소비자로 하여금 VR점

포의 사용이 용이하게 지각하게 하고, 또한 VR점포에

서의 쇼핑이 즐겁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Hur et al., 2019; Jang et al., 

2019). 따라서 VR점포의 주요한 기술적 특성의 발달이 

시각적인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며 이는 곧 소비자의 

쇼핑환경에서의 긍정적 감정을 활성화하고 더욱 쇼핑

에 몰입하게 하는(Wei et al., 2019) 역할을 함을 이해할 

수 있다. 

 

Self-efficacy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ean ‒1 S.D. (1.987) .340** .107 .573

Mean (2.806) .132 ‒.023 .288

Mean +1 S.D. (3.628) ‒.074 ‒.341 .192

**p<.01

Table 4. The conditional effects of immersion on user satisfaction at values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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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가 VR점포에서 쇼핑 시 지각하는 몰입

감은 사용자의 긍정적 만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는 VR점포에서 점포의 특성으로 생동감을 

지각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생동감이 VR경험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몰입감을 통해 VR점포 쇼핑

만족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여러 VR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몰입과 VR실재감이 VR경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 결과들과 같은 맥락을 이

룬다(Hudson et al., 2019; Jannett et al., 2008; Jung & tom 

Dieck, 2017; Klein, 2003; Van Kerrebroeck et al., 2017; 

Wei et al., 2019). 즉 가상현실 쇼핑공간에서의 쇼핑경험 

만족은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한 몰입감을 느낄 때 형성

될 수 있으므로, 쇼핑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되는 것은 VR점포 전략에서 중요하다. 

셋째, VR점포의 쇼핑몰입감이 VR점포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조절됨이 확인

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 VR쇼핑 몰입감이 

VR점포 만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

는 소비자가 새로운 쇼핑환경인 VR점포에서 긍정적 

쇼핑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이 낮을 때 의미가 있음을 의미한다. VR쇼핑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VR점포 환경의 

개선 및 발전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쇼핑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

한 결과는 소비자의 혁신성이 낮을 때 VR의 생동감이 

실재감과 같은 VR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짐

을 확인한 Wei et al.(2019)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이

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VR점포의 쇼핑환경의 특성으

로써 생동감이 몰입을 통한 VR점포 쇼핑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자기효능감

이 낮은 소비자일 경우 VR점포 환경의 생동감이 몰입

을 거쳐 만족에 이르는 관계를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

분하고 이들 집단 간의 VR점포 만족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n=31, Mean= 

3.876),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보다(n=27, Mean= 3.290) 

VR점포 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3.439, p= 

.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가 실제로 VR점포 만

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검증

한 VR점포 환경 이외의 요인에 의해 만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특성의 변수로 소비자 호기심

을 공변수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는데, VR점포 만족에 

미치는 유의한 인과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Mean=3.796), 자기효능

감이 낮은 집단에(Mean=3.467) 비해 호기심이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t=1.940, p=.057). 즉, 자기효능감이 높

은 소비자의 경우는 VR점포에서 쇼핑할 때 VR점포 

환경적 특성 이외의 다른 소비자 특성의 영향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VR쇼핑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VR점포에서의 쇼핑 시간은 점포경험의 차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VR점포

의 쇼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VR점포의 사전 경험을 도입

하여 VR쇼핑 성과를 추론하기도 하였는데(Hur et al., 

2019), 동일한 실험환경에서 가상점포에 노출된 정도

가 어떠한 경험을 유도하고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용화되어 있는 VR점포에서 몰입형 기

기를 착용하고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 쇼핑경험을 측정

하는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연구로 인해 특정 연

령으로 제한된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결

과를 검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

완하고 다량의 표본을 표집하여 가설을 재검증함으로

써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실험자극물을 선택하여 소비

자 반응을 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VR

점포를 대상으로 이들의 점포특성이 어떻게 소비자의 

쇼핑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켜 본 연

구의 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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