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근 세계 으로 주목받고 있는 VR(가상 실) 기

술은 구 , 페이스북, 소니, 삼성 등 다수의 기업 진출

로 인해 들에게도 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를 표할 만한 VR 서비스 사업자를 떠올리기는 쉽

지 않은 실이다.

국내의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VR 콘텐츠를 경험하

기 해 로벌 형 랫폼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국내

에서 생산되는 VR 콘텐츠 역시 이들 랫폼으로 흡수되

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차세 미디어로 불리는

가상 실 시장을 다국 기업들에게 뺏기지 않기 해서

무엇보다 국내 가상 실 랫폼 구축이 시 하다[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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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들이 이미 가상 실 랫폼 시장을 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기업이 경쟁에서살아남기 해서

는 랫폼의 차별화와 사용자 경험을 높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랫폼 구축에 기반이 되는 VR 서

비스 랫폼의 사용성 개선을 한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1.2 연    

본 연구는 와 같은 목 에 따라 1차로 문헌연구를

통해VR 시장의 황 망등을 고찰하 고 VR 서비

스 랫폼에 한 사례조사를 하 다. 한, 랫폼의 사

용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안드 이 학주와 히라노 아쓰

시의 랫폼 략에 해이론 고찰을 선행하 다. 2차

로 VR 서비스 랫폼인 오큘러스의 오큘러스 스토어와

에 엑스기어의 VR 스토어를 심으로 VR 서비스

랫폼의 사용성을 조사하기 해 학교육이상의 피실

험자들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에

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이고, 필요한 서비스

는 무엇인지 조사하 으며, 인터뷰 질문지는 피터 모빌

의 허니콤 모델을 재구성하여 진행하 다.

2. 적 경

2.1 VR 시    전망

가상 실은 어떤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제

작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실제 주변 상황 환경

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사람과 컴퓨터 사

이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말한다[2].

최근 기술, 인터넷 통신의 발 으로 인해 더욱 VR의

가능성에 해서 호의 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페

이스북, 구 등 다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극

으로 시장에 뛰어들며 활발하게 인수합병을진행 이다

[3]. 한, 국제 데이터 통신 공사는 VR/AR 시장이

2017~2021년 사이에 매년 100% 성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에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VR디바이스를 사

용하는 소비자가 10%에 이르면 25%이상이 VR 디바이

스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20년까지 3년 1

명꼴로 VR를 활용할 것이라고 상을 했다[4].

가상 실시장의 본격 인 성장을 해서 가장 요한

선제조건으로 꼽히는 디바이스의 성능 향상 가격하락

을 통한 보 확산인데 시장의 주요 기업들은 기 제품

들보다 향상된 성능의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한

가격이 조 씩 내림세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황병선 빅뱅엔젠스 표는 2018년 말까지 세계의

VR 헤드셋 매 수가 1000만 가되는 시 에본

격 인 콘텐츠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상했다[6].

2.2 큘러스

페이스북의 자회사로 VR 디바이스업체인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앱스토어’ Fig. 1을 운 하면서 뮤직, 액션, 라

이 스타일, 스포츠, 게임 등 주제별 채 에서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다[7].

Fig. 1. Oculus store

2.3 눈 VR

VR은 국내 증강 실과 가상 실 기술 문 기업인

에 엑스기어에 의해 제작된 제품으로 원활한 구동을

한 애 리 이션과 콘텐츠 랫폼 Fig. 2 제작 지원까지

VR 생태계 반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Fig. 2. NOON VR store

2.4 플랫폼

랫폼이란 공 자와 수요자 등 둘 이상의 그룹이 참

여해 각 그룹이 가지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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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다[9]. 랫폼은

다양한 에서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 시 에서는

랫폼을 정거장에 비유할 수 있으며 정거장은 특정한 장

소로 가기 해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도착한 사람을 태

우기 해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운송 수단을 이

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자가 되며 랫폼은 바로 사

람과 운송 수단이만나는 교 , 혹은 사람과 운송 수단을

매개하는 지 의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 시

에 인터넷 사용자, 기기 제조사, 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지 이 랫폼이다[10].

성공 인 랫폼을 구축하기 해 다음과 같은 략

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도메인을 결정한다. 라이 스타

일, 사회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악한다. 둘째, 타겟이

되는 그룹을 결정한다. 셋째, 랫폼 내의 그룹들이 활발

하게교류할 수있는 시스템을 제작한다. 넷째, 소문이 퍼

지고 랫폼의 이용자 수가 다수를넘어서기 해서

는 킬러 콘텐츠로 불리는 인기 콘텐츠나 서비스가 존재

해야 한다. 다섯째, 가격 략 즉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다. 여섯째, 가격 이외의매력들을 그룹에제공한다. 일곱

번째, 랫폼은 구축된 후에도 규칙을 만들고 리해야

한다. 여덟 번째, 독 지법 등정부의지도 규제, 특

허권 침해등에 주의한다. 마지막 ‘진화’하기 한 략을

세워야 한다[11].

3. 실험   분  결과 

3.1 실험 대상 정

본 연구는 VR 콘텐츠 서비스 랫폼인 오큘러스의

오큘러스 스토어와 에 엑스기어의 VR 스토어를

심으로 사용성을 평가하 다. 피실험자 상으로는 VR

서비스 랫폼에 한 경험이 없는 학교육 이상을 받

은 20~30 남녀 7명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3.2 실험 

본 연구에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세에

서 30세까지VR을 경험해보지 못한 기 사용자 남녀 총

7명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제이콤 닐슨

(Jakob Nielsen)의 사용성 연구 Fig. 3에 따르면 디자인

의 핵심 인 문제를 악하기 해서는 5명의 표본만으

로도 85%의 문제 들을 도출할 수 있다[12]고 밝힌 바

있다. 심층인터뷰 상자의 인 특성은다음 Table 1로

정리하 다.

Fig. 3. Jacob Nielson's Usability Study Sample 

Count and Problem Determination Rate

Gender Age Job

P1 Man 28 Postgraduate

P2 Women 27 Postgraduate

P3 Men 28 Postgraduate

P4 Men 28 Postgraduate

P5 Man 28 Designer

P6 Women 27 Postgraduate

P7 Women 31 Postgraduate

Table 1. In-depth interview profile

3.3 심층 터뷰 진행

사용자 경험 측정을 하여 Fig. 4의피터모빌의 허니

콤 모델 7가지 사용성 원칙을 이용하 다. VR 서비스

랫폼의 특성상 근성, 가치성에 한 항목의 결과가

하지 않다고 단되어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형 7가지

원칙 에 근성, 가치성을 제외하여 15가지 문항으로

재구성하여질문지를다음Table 4와같이구성하 다[13].

Fig. 4. A Reconfiguration of Peter Mobil's Honeycomb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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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Questions

Credible

Is it always accessible to watch/play VR contents?

Is the Recommend list of the VR platform
reliable?

Is the preview of the VR platform reliable?

Useful

Is there any inconvenience in searching contents?

Is it easy to find the search icon?

Does the contents work properly?

Convenient

Is the procedure of searching in the platform easy
to understand?

Is the communication of the interface clear?

Is the process easy to search while
watching/playing a content?

Findable

Is it easy to find what you searched before?

Is it easy to find contents by key words?

Is it easy to search what you want ?

Desirable

Is the menu name, icon and button easy to
understand?

Is the text size properly sized?

Do you feel pleasure in the design of the service
platform background?

Table 4.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Topics

3.4 심층 터뷰 결과

본연구는 휴 폰 VR 서비스 랫폼의사용성을 심

으로 사용자들의 서비스 랫폼에서 콘텐츠 검색 결과,

검색의 과정, 랫폼의 UI에 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앞

으로의 개선사항과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 다.

허니콤 모델의 7가지 항목을 재구성하여 5 척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 신뢰성, 사용성, 편

의성, 검색성, 매력성에 한 평가 내용이 높을수록 정

을 나타냈다. 먼 오큘러스는 매력성, 편의성에서 우수

했으며, VR은 매력성에서 높은 수를 받았다. 그러

나 평균 으로 보통, 혹은 이하의 수를 나타내고 있으

며 다수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 수를 확인해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Contents OCULUS
NOON
VR

Credible

Credibility 4.5 2.5

Recommend List 2.5 2.2

Preview 3.5 1.8

Useful

Inconvenience 2.8 2

Icon 2.8 1.1

Functionality 3.4 2.1

Convenient

Process 3.8 1.5

Interface 3.2 2.1

Different Contents 3.2 1.8

Findable

History 2.7 2

Keyword 3.1 1.5

Search Results 3.2 1.2

Desirable

Menu Configuration
and UI Elements

3.8 3.4

Texts 4.2 3.5

Graphics 4.4 2.4

Table 5. Comparison of usability

Fig. 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에 의한 비교표

를 확인해보면 두 랫폼은 매력성에 해 우수한 면을

갖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랫폼에 한 매력

을 느 으나 오큘러스는 다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랫폼에서 검색 기능을 찾는 데 불편함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한, 검색 기능이아래 하단에 치하여 고개를많이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도 발견할 수 있었다. 콘텐츠를 실

행 기 화면이 없이 갑작스러운 콘텐츠의 실행으로

인해 부심 효과가 일어나 불편함을 호소하 으며, 콘

텐츠 검색 시 띄어쓰기의 여부에 따른 콘텐츠 검색의 여

부, 기 경험의 개선을 한 무료 콘텐츠의 부재, 추천

콘텐츠들의 매력성에서도 실험자들이 불편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5. Average Hexagon Graphs of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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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의경우에는직 으로 잘 이해가 되는 인터페

이스를 사용했지만, 검색 기능과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실험자들이 VR 랫폼에 해 아쉬움을 표 하 다.

한, 추천 콘텐츠들의 매력성, 콘텐츠를 보던 메뉴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직 으로 표 되어 있지않은 인터

페이스, 콘텐츠 실행 콘텐츠 설명, 최신텍스트와 아이

콘의 부조화 부분들에서 불편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결  

본연구는 VR 서비스 랫폼 오큘러스의 오큘러스

스토어와 에 엑스기어의 VR 스토어의 사용성을 평

가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에 목 으로 두었다.

이를 해 VR 서비스 랫폼을 이용해 보지 못한 기

사용자들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VR 서비

스 랫폼의 개선 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된 VR 서비스 랫폼을 해 검색 기능이

하단 바에 있었던 인터페이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VR은 해상도의 제약으로 인해서 시야의

앙에 있는 텍스트들만 선명하게 보이며 주변에 있는

텍스트들을 이용자가 고개를 돌려 정면으로 보지 않는

한 흐리게 보이는[14]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검색

기능을 찾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보 다. 한, VR 디바

이스 기기의 무게로 인해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

을 경우 목에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

단 바 오른쪽에 치하던 검색 기능을 로 수정하여 사

용자들이 찾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랫폼 기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과도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기 인터페이스에 기

재 했을 경우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는 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 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기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콘텐츠검색시 띄어쓰기의여부에 따른 검색 결

과를 수정해야 한다. 오큘러스에서 콘텐츠를 검색할 시

콘텐츠 제목을 띄어 쓰지 않고 검색을 하면 콘텐츠가 나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와 같은 부분을 수정하여 검색

성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추천 콘텐츠 목록에 게임 콘텐츠 주보다는 다

양한 콘텐츠를 노출시켜야 한다. 추천 콘텐츠 목록에 게

임 주로목록 구성이되어있어VR에 있는 다양한매력

들을 하기 힘들다. 한, 다양한 나이 의 사용자들이

체험하기에 어렵다. 그러므로 VR 추천 목록에 게임뿐만

아니라간단하게체험할 수 있는 상 여행 콘텐츠들

을 올려 사용자들이 쉽게 VR에 근할 수 있도록 하여

킬러 콘텐츠 발굴을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15].

본 연구는 오큘러스 스토어와 에 엑스기어의 VR

스토어를 심으로 VR 서비스 랫폼에 하여 분석하

고, VR 서비스 랫폼의 사용성을 조사하여앞으로 국내

VR 사용자 경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 으로 VR 서비스 랫폼을 구성하는데 디자

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사용자 경험 연구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기 한다. 그러나 다양한측면

에서의 VR 서비스 랫폼의 정보를 함께 진행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 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VR 서비스 랫폼의 사용성, VR 서비스 랫

폼의 UI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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