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view

제품 상세 소개

비디오월의 압도적인 색 표현력과 초고화질로 생생한 간접 
경험 제공

초슬림 베젤과 업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균일도로 소비
자 체험 만족도 극대화

공간 맞춤형 파노라마월의 실감나는 컨셉 영상을 통해 차별
화된 탑승 경험 제공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구현하며 미래형 자동차 쇼룸의 모
습 제시

브랜드와 소비자간 경험의 가치가 대두되며 자동차 쇼룸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민첩함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BMW는 작년 12월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 최초로 스마트 쇼룸을 조성하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BMW만의 가치 체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쇼룸 형태를 제시했다.  

BMW 스마트 쇼룸에서는 삼성 비디오월 사이니지를 포함한 디지털 솔루션과 참여형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한정된 공간인 매장에서 보다 확장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 설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상 차량 디지털 체험존’, 

‘VR 체험존’, ‘차량 안내존’으로 공간을 분류하여 체험의 가치를 강조했다.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비디오월은 각 구역의 공간별 테마와 목적에 따라 최적

화된 화면을 구현했으며, BMW 스마트 쇼룸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Case study

BMW 스타필드 시티 위례 스마트 쇼룸 –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비디오월)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비디오월, 미래형 스마트 쇼룸을 제안하다 



고객 도입 효과

초고화질 비디오월로 생생한 가상 체험 공간 구현

BMW 스마트 쇼룸은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생생한 그래픽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가상 차량 디지털 체험존’을 구축했다. 25대의 삼성 비디

오월 사이니지를 통해 구현한 대형 비디오월은 압도적인 색 표현력

과 UHD 수준의 초고화질로 실제 차량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완벽하

게 구현한다. 뛰어난 품질의 비디오월 패널은 색상의 왜곡이나 번짐 

없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표현해, 고객은 대형 화면에서 차량 컬러

를 변경해보거나 차문이나 트렁크를 열어보는 등 생생한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 또한, 평상시에는 BMW만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재생하여 최첨단 스마트 쇼룸 이미지를 전달한다.

쇼룸 한편에 위치한 'VR 체험존'에서는 비디오월 사이니지와 VR기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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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나는 디스플레이로 차별화된 탑승 경험 제공

스마트 쇼룸 내부의 '차량 안내존'에서는 전시된 차량을 직접 탑승해 

보거나, 가상 체험을 통해 얻은 느낌을 토대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벽 전면에는 12*3 배열로 삼성 비디오월 사이니지를 설

치하고 파노라마월로 계절 별, 도시 별 풍경 컨셉 영상을 재생하여 드

라이브하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연출했다.

삼성의 UDE-B 비디오월의 초슬림 베젤과 업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

이 균일도는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체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킨

다. BMW 스마트 쇼룸을 방문한 신혼부부는 “이곳에서는 선명한 대형 

화면과 각종 디바이스로 부담 없이 자동차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

다”며 “특히 아내가 스크린으로 강렬한 컬러의 자동차를 체험해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시장의 미래를 제시하는 스마트 쇼룸

BMW 스마트 쇼룸은 삼성 비디오월 사이니지를 활용해 다양한 미디

어 콘텐츠를 재생하고 입체적인 가상 차량 체험을 제공하며 자동차 쇼

룸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체험 중심의 콘텐츠는 고객들의 자발적 참

여를 일으키고, 고급 자동차 쇼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본사

를 통해 미래형 쇼룸의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BMW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스마트 쇼룸이 긍정적인 고

객 평가와 함께 타깃에 집중된 브랜딩 효과를 가져와 만족스럽다. 고

객들이 구매 부담 없이 매장에 자유롭게 방문하고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쇼룸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BMW가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비디오월과 함께한 스마트 쇼룸으로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를 활용해 가상 현실 속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볼 수 있다. 고객들은 VR로 차량의 색상과 트림을 바꿔보는 등 색다른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 비

디오월의 초대형 스크린은 한층 더 입체적인 가상 경험을 지원하며, VR 체험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구현해 방문객에게 몰입감을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