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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매장의 상품 진열과 동선 계획 수립 

◈ 미국의 스타트업 ‘인컨텍스트 솔루션(InContext Solution)’은 가상현실(VR)을 이용하여 상점선

반의 상품 배치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술을 제공 

• 이 기업은 VR 기술을 이용해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의 동선을 설계

함으로써, ‘상점의 공간 계획’에 일대 변화를 일으킨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VR 기술은 이미 게임이나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는 설계 및 제조 현장 인프라의 유지 보수, 교육,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시작

되고 있는데, 인컨텍스트 솔루션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인컨텍스트 솔루션은 10월 말 열린 인텔 캐피탈 글로벌 서밋(Intel Capital Global Summit)에

서 슈퍼마켓이나 약국 진열대의 상품 배치를 가상 공간에서 구현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시

험 사용해 보게 하는 ‘쇼퍼 MSX(Shopper MX)’ 솔루션을 전시하였음 

• 인컨텍스트 솔루션은 인텔 캐피탈 등으로부터 1,52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4,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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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Context Solution 

[그림 1] 쇼퍼 MX 솔루션을 이용해 편의점의 선반과 카운터 위치를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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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진열과 동선 계획은 상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 부분에 VR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VR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상점의 진열대는 납품업체들의 격렬한 투쟁의 공간인데, 얼마나 눈에 띄는 곳에 제품을 놓

는지, 얼마나 선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품 매출이 좌우되기 때문 

• 매장 측도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인기 상품을 극진히 다루고, 신제품을 알아보기 쉽게 배

치하는 등의 궁리를 하며, 다양한 제품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객의 동선을 짬으로

써 매출 극대화를 도모하게 됨 

• 지금까지는 매장에서 실제로 상품을 수시로 재배치하면서 손님의 반응과 매출 효과를 파

악하는 수 밖에 없었음 

• 쇼퍼 MX 솔루션을 이용하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 진열을 해보고 그 속을 

돌아다녀보며 동선을 테스트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도 VR 로 미리 체험해 보게 함으로써 

상품 진열과 동선에 대한 반응을 미리 분석할 수 있게 됨 

◈ 쇼퍼 MX 솔루션은 VR을 이용한 공간 구성에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고 잇는데 업무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함 

• 사용 인터페이스는 매우 단순한데, 일단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면 그 속에 가상 

매장의 공간이 펼쳐지는데, 이는 실제 매장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것임 

• 진열대의 내용물을 바꿀 때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교체하려는 상품이 하이라이트 되며, 선

택한 상품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게임과 같은 느낌을 주

는 게임화(gamification) 장치라 할 수 있음 

<자료> InContext Solution 

[그림 2] 쇼퍼 MX 솔루션을 이용한 잉크 토너 선반의 상품 보충 및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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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에 없는 제품은 창고(데이터베이스)에 있으므로 화면 중에 제품 목록을 표시한 후 그 

안에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선반에 담게 됨 

• 같은 상품을 수십 개 나란히 진열해야 하는 경우, 태스크를 복사하고 붙여 넣기를 반복하

여 쉽고 빠르게 마칠 수 있으며, 실제 매장에서 한다면 힘들고 짜증스러울 수 있는 일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해낼 수 있게 됨 

• 최종적으로 상품과 공간 배치가 결정되면, 이를 태블릿을 통해 점원에게 지시해 그대로 상

품을 배치하게 할 수 있으며, 가상공간과 실제 진열대 사이즈의 비율이 맞춰져 있기 때문

에 실제 배치했을 경우 잘 들어가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인컨텍스트 솔루션은 가상공간의 현실감을 높임으로써 VR과 현실세계의 접목 속도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다양한 상품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인컨텍스트 솔루션은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품 패키지의 색상과 그림이 실물과 흡사하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현실

감도 훨씬 높아지게 됨 

• 3D 모델링 되는 상품의 유형과 제품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인컨텍스트 솔루션의 활용처는 

카페와 레스토랑, 서점, 의류 매장 등으로 한층 넓어지고 있음 

• VR을 사용한 건축 설계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상의 작고 세

세한 물건들까지 가상공간에 재현하고 조작 가능해짐에 따라, 마치 게임이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VR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TechCrunch, 10. 24. & Fortune,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