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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VR 게임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 VR 게임의 어떤 요소가 사용자에게 만족감 

 지속 인 사용을 이끌어내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 으로 VR 게

임의 수용  지속  이용의도를 측하기 해 지각된 비용, 즌스, 만족 변수가 추가된 확

장된 기술수용 모델의 제안을 시도하 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이 추가된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체 으로  VR 게임의 특성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는 VR게임의 핵심 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모형을 제안

하 고 어떤 요소가 지속  이용의도를 이끌어내는가를 살펴 으로써 이용자  VR게임 연

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elements of VR games satisfy and 

continuous usag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VR games. Specifically, an extended 

acceptance model was proposed with the addition of perceived costs, presences, satisfied 

variables to predict the acceptance and the intention of continued use of VR games. As 

a result,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ith 

three external factors is more advantageou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VR game 

and its effect on users than the existing model. This study is suggested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that consider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VR games and observe which 

factors lead to the persistent intention to contribute to the study about the VR game.

Keywords : VR(가상 실), VR Game(VR게임), TAM(기술수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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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게임 산업 내에서 4차 산업 명의 핵심 산물로 

등장한 것은 Virtual Reality(이하 VR) 기술이다. 

이 기술은 즌스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심으

로 한 VR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는 

이미 VR로의 근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해 

VR 게임은 4차 산업 명을 실 하는 핵심주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 

VR 게임이 4차 산업 명의 실 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 주자로서 인식되는 이유는 실질 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Super Data 

Research에서 2017년 발표한 VR DataNetwork에

서 VR 게임 매 수익의 연도별 분석 추이를 살

펴보면, 앞으로의 VR 게임 매 수익 역시 속도

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2]. 이런 가능성을 고

려해 볼 때 VR 게임의 발 을 한 지속 인 

심이 필요하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새로운 

미디어 랫폼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 한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VR기기 수용 의도나 이용 의도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았다[3,4,5]. 특히 이런 연구들은 실제 이

용자가 아닌 잠재  이용자를 연구 상에 포함했고 

VR 게임의 핵심 변수가 독립변수에 많이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VR 게임의 실

제 이용자를 상으로 선정한 상태에서 VR 게임

의 핵심 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  연구모형을 제

안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사  조사를 통해 독

립변수로 ‘지각된 비용’과 ‘ 즌스’, 매개변수로 

‘만족’을 추가하 으며 이를 통해 확장된 기술수용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멀리 떨어진 

작업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것”인 

즌스는 VR 게임의 핵심  기술이자 다른 미

디어 기반 게임과의 차별화를 가진다[6,7,8]. 한 

사용자 입장에서 요하게 고려되는 특성  하나

인 지각된 비용은 새로운 신으로서 제품이나 서

비스에 한 지각에 직 인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신  사용 행동을 결정짓는데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9,10]. 마지막으로 소비자 행동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품  서비스에 한 사

용자의 만족이 행동의도와 강한 인과 계를 드러낸

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의 만족은 VR 게

임에서도 요한 특성으로 고려된다[11,12,13]. 정

리하자면,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의 확장을 통해 

뉴미디어의 사용자에 합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

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지속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토 로 

VR 게임의 지속 가능한 발 을 한 요소들  

그 요소 간의 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문  에서 볼 때 뉴미디어 수

용 요인  과정을 분석했다는 에서 가치를 갖

는다. 한 실증  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구

체 으로 VR 게임 제작 시, 사용자를 고려한 유용

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

본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 다루는 VR 게임은 VR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며, Head Mounted Display(이하 HMD)의 착용을 

통해 외부와의 단 을 제로 한다. 둘째, 본 논문

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범 를 ‘소비자와 수용자 입

장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재 상용화되고 있는 VR 게임을 상으

로 한다.

2. 이론  배경

2.1 VR

2.1.1 VR의 정의

랑스 극작가이자 배우 겸 화감독인 Ant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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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aud은‘The Theater and its Double’이라는 그

의 서에서 ‘ 객을 연극에 몰입하게 만드는 극장’

을 ‘가상 실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VR의 첫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14].

Biocca[15]는 VR을 그 환경에 실제로 있는 것

처럼 느끼게 하는 것, 혹은 컴퓨터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환경이라고 정의하 으

며, Brooks[16]는 VR 경험을 “즉각 반응하는 가상 

세계 안에서 사용자가 효과 으로 몰입되는 경험”

이라고 정의하 는데 이것은 참여자가 시 을 역동

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상술한 VR의 정의에 해 살펴보면 VR은 가상

실이라는 뜻을 가진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실

제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닌 ‘특정 환경이나 상

황’을 의미하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 실을 

구 하는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2.1.2 VR 시스템

Moon[17]은 VR 시스템 환경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 다. ‘immersive VR’은 HMD, Data 

glove, Data suit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환경에 몰입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Telerobotics VR’은 로 을 이용하여 먼 거리의 

공간에서 이용자가 존하는 효과를 주는 뜻하는 

것으로 시스템 몰입 시스템과 로 이 결합한 형태

이다. ‘Desktop VR’은 일반 인 데스크탑 모니터

에 입체 안경  조이스틱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교  쉽게 할 수 있는 VR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Third person VR’은 비디오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컴퓨터 내 가상공간에 나타나게 하

는 것으로, 사용자가 가상공간에 직  존재하듯이 

느끼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VR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2016

년 기 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VR 기기들은 모

두 HMD의 형태이다. 표 으로 삼성의 Gear 

VR, 오큘러스의 Lift, HTC의 Vive, 소니의 

Playstation VR 등이 있다[18].

2.2 VR 게임

2.2.1 VR 게임의 정의

VR(Virtual Reality)은 컴퓨터를 통해 인공 으

로 만들어진 가상 실을 뜻하고, VR 게임이란 외

부와의 차단이 가능한 VR 디바이스로 즐길 수 있

는 몰입도가 높은 게임을 의미한다. 한편 랫폼은 

PC, 콘솔, 모바일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게

임 공간 안에서 참여자가 특정 행 를 취하고 그

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

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게임에 용되는 

VR 기술은 참여자로 하여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게임 자체의 재미를 보장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경우, VR 게임을“VR

의 특성을 가지고 게임의 형태로 구 한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19]. 

2.2.2 VR 게임 이용 련 특성

VR의 특징으로는 즌스, 멀미, 콘텐츠, 시스

템, 지각된 비용, 만족 등이 있다[20]. 그  VR게

임의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즌스, 지각된 비용, 

만족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VR에 한 연구에서 출발한 즌스는 ‘텔

즌스’를 인 말이며, ‘구체 인 실제’나 ‘객  

존’이 아닌 ‘미디어로 매개된 환경  요소가 실재’

한다고 여기는 주 인 느낌을 말한다. 이때 물리

으로 처해있는 실제 치나 상황은 잊게 된다

[21,22]. 이호식[23]은 즌스를 크게 공간  실재

감과 자기 실재감 두 가지로 구분하 다. 공간  실

재감은 즐거움과 조작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몰입

감과 참여 의식을 높여  수 있다. 한편 자기 실재

감은 게임 사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게임 속의 캐

릭터와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게임이 

구 해낸 가상의 자신과 동일시되는 심리  상태를 

자기 실재감(self-presenc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각된 비용은 실제 가격에 한 주  지각을 

뜻하는데 구체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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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따

라 수용에 한 행  의도의 방향이 달라진다. 하

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지각된 비용은 수용과정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24].

만족은 VR 게임에서도 요한 특성으로 고려된

다. 일반 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상품에 하여 사

용자들은 기 를 가지게 되는데 만족정도와 유용

성, 궁극 으로 지속이용의도에까지 향을 끼친다

고 보고 있다[11,12,13]. 한편,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도 기존의 성능(Performance)  효과

(Effectiveness) 측정은 다소 객  측정이 어렵

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신하여 사용자 만

족도가 시스템 성과에 한 체변수로 활용되기도 

했다[25].  실제로 기 충족 모델을 용한 기존의 

연구들[5,26,27] 역시 사용자의 만족이 정보시스템

의 지속이용 의도에 궁극 으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가술수용모델(TAM)

2.3.1 기술수용 모델에 한 논의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1989년 데이비스(Davis)[28,29]가 컴퓨

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설명하

기 해 개발한 것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술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는 

이론  가장 인정받고 있는 모형이다[30]. 

구체 으로 기술수용모형(TAM)은 실제 행동이 

행동의사에 따라 달라지고 그 행동의사는 사용의사

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사회심리학에 

근거한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soned 

action:TRA)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이론  기반을 두기도 한다. 결국 

기술수용모형은 매체 사용자들의 수용 행 를 시스

템 으로 구체화시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

의 사용에 한 선행요인을 설명하는 향력 있는 

이론  가장 표 이라고 할 수 있다[27].

2.3.2 기술수용모델 련 특성

기술수용모델의 독립변수는 시스템  특성 요인

(시스템풀질, 합성, 상  이 , 결과 설명력, 

근성), 사회  특성요인(사회  압력, 타인 이용도), 

개인  특성요인(이용경험, 자기효능감, 개인 신성, 

지식, 감정)등으로 나 어진다[28]. 본 연구에서는 

VR게임의 이용의도에 주목하여 독립변수로는 개인 

신성, 사회  향력, 품질, 매개변수로는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종속변수로는 지속  이용

의도로 구분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Rogers[9]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개인 신성에 따라 소비자 수용 군을 신자

(innovator), 기 수용자(Early Adopters), 기 

다수 수용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지각수용자(laggard)로 나 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수용자가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고, 빠

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여부

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  이 , 이용 용이성, 양립성 등에 

더 정 인 지각을 형성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에 하여 더 높은 이용의도를 드러낸다고 

보고되고 있다[30].

사회  향력이란 R. E. Rice, A. E. Grant, J. 

Schmitz and J. Torobin.[31]와 Rogers[9]는 ‘사회

 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간에 서로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반

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계  매체를 통해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  

계를 통해 얻은 많은 정보들은 의사결정에 큰 

향을 미친다[32].

품질  속성에 해 조정[33]은 TAM의 외부변

수로 설정하여 이것이 인지된 용이성과 이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 내었다. 그밖에도 델런

과 말린(DeLone & MaLean)[22]은 기존 선행연구

를 정리하여 정보시스템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바 있는데 여기서 품질이 사용만족

도와 시스템 이용의도에 직 인 향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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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지된 용이성에 해 데이비스(Davis)[27]는 

기 기술수용모형에서‘개인의 특정 시스템 이용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필요

한 개인의 물리 이고 정신 인 수고가 을수록 

수용 의도는 커진다. 

인지된 유용성에 해 데이비스(Davis)[27]는 

기 기술수용모형에서‘개인의 특정 시스템 이용이 업

무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인지

된 유용성은 VR 게임 사용자가 다른 미디어와 차

별화된 기능  서비스를 받을 때 인지하게 된다. 

지속  이용의도란 기술수용모형의 궁극 인 종

속변수로서 기존 사용자가 신제품을 지속 해서 

사용하려는 생각, 혹은 잠재  사용자가 신제품

에 해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34]. D. H. 

McKnight, V. Choudhuryb and C. Kacm[35]는 

이용의도가 소비의 미래행동을 나타낼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행동의도 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방법

3.1.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개인 신성(Personal innovation)

은 “이용자가 VR 게임 기술을 상 으로 빨리 

수용하는 정도”라 정의하 다[5,9]. 측정항목은 “나

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

다”, “나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나는 남들보다 먼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편이다”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

로 측정하 다.

즌스(Presence)는 “이용자가 VR 게임이 제

공하는 VR 안에 실재하는 것처럼 느끼며 VR 내

의 상황에 몰두하여 상호작용하는 심리  경험” 이

라 정의하 다[35,36,37]. 측정항목은 “VR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에 실제로 부

딪칠 것처럼 느 다”, “VR게임을 하는 동안 시간 

가는  몰랐다”, “VR게임을 하는 동안 그 세계에 

빠져 있었다”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지각된 비용(Perceived Cost)은 “이용자가 VR 

게임을 이용하기 해 지불한 인 비용과 정

신 인 비용의 합”을 의미한다[11]. 측정항목은 

“VR게임은 비용에 비해 가치가 높은 편이다”, 

“VR게임에 지불되는 비용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

지 않는다” 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사회  향력(Social Influence)는 “VR 게임을 

이용하면서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향을 받는 정

도”로 정의하 고, VR 게임의 사회  특성을 측정

하여 실제 인 이용행 를 측하고자 하 다

[9,27]. 측정항목은 “VR게임 이용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좋다”, “VR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진

보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유

행에 뒤처지지 않기 해 사로운 정보기술을 이용

한다”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품질(Quality)은 “사용자가 VR 게임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38]. 

측정항목은 “VR기기의 디스 이는 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VR기기의 무게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R기기의 실감형 사운드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3.1.2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VR 게임을 이용하면서 편하고 쉽게 사용

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17,27]. 측정항목은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여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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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VR 

게임을 사용하면서 몰입감을 주고 가치가 높다고 

사용자가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27,28]. 측

정항목은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3개의 항

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만족(Satisfaction)은“VR 게임을 사용하면서 사

용자가 반 으로 느끼는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

다[11]. 측정항목은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여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

정하 다.

3.1.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지속  이용의도(Persistent 

Intention)는“VR 게임을 향후 지속해서 이용하고

자 하는 사용자의 의지 정도”로 정의하 다

[20,21,39]. 측정항목은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여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Likert 7  척도로 측

정하 다.

3.2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1] Research Model : VR Game TAM 

연구 모형을 근거로 한 변수 간의 계  효과

에 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 [표 1] 과 같다. 

Hypothesis Contents

Questions
What are the relationships and 

effects of the constructs of TAM?

Hypothesis 1

Individual innovation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ease of use.

Hypothesis 2

Presence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ease of 

use.

Hypothesis 3
Perceived cost will be positively (+) 

related to perceived ease of use.

Hypothesis 4

Social influence will b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ease 

of use.

Hypothesis 5
Quality will be positively (+) related 

to perceived ease of use.

Hypothesis 6

Individual innovation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7

Presence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8

Perceived cost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9

Social influence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10

Quality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11

Perceived ease of use will be 

positively (+) related to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12

Perceived ease of use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Hypothesis 13

Perceived usefulness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Hypothesis 14
Satisfaction will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ersistent intention.

[Table 1] Research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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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만든 설문조사의 각 

항목은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재구성한 설문 문항에서 다시 문항과 변

수에 한 추가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것은 인터뷰와 사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졌

다. 구체 으로 문가 5인과 일반 사용자 28인을 

상으로 사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VR게임 이

용자 93명을 상으로 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런 보완 작업이 진행된 후에 본 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3일부터 20일 까

지 문기 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선정된 자료

수집 상자는 ‘VR 게임을 사용해 본 이 있는 

일반인’이다. 연령은 10 에서 40 로 분포되어 있

는데 이는 2017 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VR 

게임 이용자의 80% 이상이 10 에서 40 이기 때

문이다. 남녀 성비는 1:1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

했다. 총 43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불성실하게 답변한 19부를 제외한 411부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 다. 수집

된 411부 표본  남성은 203명(49.4%), 여성은 

208명(50.6%)이었다. 그리고 10 부터 40  까지 

100명에서 108명으로 인구통계학  분포는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200

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0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는 사무 리직이 161명(39.17%)으

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28명(31.1%), 문직이 

38명(9.3%), 주부가 28명(6.8%)으로 그 뒤를 이었

다. 하루에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살펴보면 1

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61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논문에서는 신뢰도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크론바하알 값(cronbach's alpha)으로 내  

일 성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부분 0.7 이상

(개인 신성 0.887, 즌스 0.798, 지각된 비용 

0.667, 사회  요인 0.718, 품질 0.836, 인지된 용이

성 0.885, 인지된 유용성 0.787, 만족 0.853, 지속  

이용의도 0.892)의 높은 내  일 성을 나타내고 있

었다. 해당 결과는 [표 3]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General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Variable Sub factors
Sub element

Number* Ratio**

Gender
Male 203 49.39%

Female 208 50.61%

Generation

(age)

10s 100 24.33%

20s 100 24.33%

30s 103 25.06%

40s 108 26.28%

Income

(unit:10000)

(Korean 

currency)

under 100 91 22.14%

100 ∼ 200 54 13.14%

200 ∼ 300 104 25.30%

300 ∼ 400 55 13.38%

400 ∼ 500 37 9%

500 ∼ 600 27 6.57%

600 ∼ 700 20 4.87%

over 700 23 5.60%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68 16.55%

High school 74 18.00%

Bachelor's degree 230 55.96%

Master's degree 39 9.49%

Job

Office worker 161 39.17%

Official worker 8 1.95%

Manufacturer 12 2.92%

Retailer 9 2.19%

Profession 38 9.25%

Self-employment 15 4%

Student 128 31.14%

Housewife 28 6.81%

Jobless 8 1.95%

etc 4 0.97%

Play game

in a day***

(unit: hour)

under 1 132 32.12%

1 ∼ 2 161 39.17%

2 ∼ 3 74 18%

over 2 44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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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Personnel : total 411

**  Ratio rounded to the third decimal place

*** including VR and non VR game

[Table 3] Reliability Verification of the Survey

Element

Cronbach's Alpha

Personal Innovation .887

Presence .798

Perceived Cost .667

Social Influence .718

Quality .836

Perceived Ease of Use .885

Perceived Usefulness .787

Satisfaction .853

Persistent Intention .892

4.3 연구문제  가설 검증

4.3.1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상 계 모델을 사용하

다. 인지된 용이성(.472), 인지된 유용성(.653), 

만족분석 결과 개인 신성(.497), 즌스(.63), 

지각된 비용(.675), 사회 요인(.709), 품질(.36), 

(.734)으로 VR 게임의 특징이었던 즌스, 지각

된 비용, 만족의 상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1). 따라서 VR 게임 이용자의 즌스, 

지각된 비용, 사회  요인, 인지된 유용성, 만족이 

높을수록 VR 게임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는 [표 4] 에 정리하 다. 

4.3.2 연구문제 검증  증명

분석 결과 개인 신성, 지각된 비용, 품질은 인

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p<.05) 즌스, 지각된 비용, 사회  

요인, 품질,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미

치는 향이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5)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에 만족은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p<.05) 그

러나 즌스, 사회  요인이 인지된 용이성에 개

인 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인지된 용이성이 만

족의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p>.05) 이 결과는 [표 5] 에 정리하 다.

[Table 4] Correlation of the Survey

Personal

Innovation
Presence

Perceived

Cost

Social

Influence
Quality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Satisfacti

on

Persistent

Intention

Personal 

innovation
1

Presence .333** 1

Perceived 

Cost
.467** .586** 1

Social 

Influence
.412** .587** .623** 1

Quality .427** .289** .354** .417** 1

Perceived 

Ease 

of Use

.396** .385** .508** .449** .438** 1

Perceived 

Usefulness
.378** .629** .624** .611** .447** .531** 1

Satisfaction .24** .59** .527** .586** .204** .352** .562** 1

Persistent

Intention
.497** .63** .675** .709** .36** .472** .653** .734** 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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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Result of the Survey

Non

standard

Stand

ard
T P Result

Percei

ved

Ease 

of 

Use

Constant 1.063

Personal

innovation
.102 .0469 2.172 .03* Accept

Presence .056 .0487 1.156 .249 Reject

Perceived 

Cost
.286 .0581 4.916 0** Accept

Social 

Influence
.094 .0539 1.74 .083 Reject

Quality .261 .0512 5.1055 0** Accept

Percei

ved 

Useful

ness

Constant .474

Personal

innovation
-.023 .037 -.617 .537 Reject

Presence .269 .038 7.0815 0** Accept

Perceived 

Cost
.205 .047 4.4036 0** Accept

Social 

Influence
.159 .042 3.7752 0** Accept

Quality .155 .041 3.7824 0** Accept

Perceived

Ease of 

Use

.17 .039 4.3856 0** Accept

Satisf

action

Constant 1.155

Perceived 

Usefulness
.629 .058 10.832 0** Accept

Perceived

Ease of 

Use

.087 .056 1.559 .12 Reject

Persis

tent

Intenti

on

Constant 1.76

Satisfaction .684 .031 21.872 0** Accept

*   p < .05

**  p < .01

따라서 지각된 비용, 품질이 좋을수록 VR게임을 

편하고 쉽게 사용한다고 느끼는 인지된 용이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즌스, 지각된 비

용, 사회  요인, 품질, 인지된 용이성이 높을수록 

VR게임시 몰입감과 높은 가치를  것이라 기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인지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고 만족의 증가는 궁극 으로 VR

게임의 지속  이용의도에 많은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R 게임의 수용  지속  이용

의도를 측하기 해 Davis(1989)의 기술수용모

델을 확장하여 모델의 제안을 시도하 고 지속  

이용의도를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각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에 따른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개인 신성, 지각된 비용, 품질은 인지된 용이

성과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즌스, 사회  향력, 지각된 비용, 품질은 인

지된 유용성과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즌스, 사회  요인과 인지된 용

이성은 정 (+)인 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VR 게임에 한 비용, 품질은 게임에 해 

쉽게 근할 수 있게 하고 활용가치에 한 인식

을 높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즌스, 사회  요

인은 VR 게임에 해 쉬운 근을 갖게 하는 데

에 향을 미치지 못하며 개인 신성은 VR 게임

에 한 활용가치에 한 인식을 높이는 데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용이성

은 인지된 유용성과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과 정 (+)인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만족은 지속  이

용의도와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된 용이성은 만족과 정 (+)인 계가 확

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VR 게임을 쉽

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만족감을 얻는 

것과 직결되지 못함을 알 수 있지만,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지속 인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에 지

각된 비용과 즌스, 만족을 추가한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을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 는데, 세 가

지가 추가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VR 게임의 특

성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악되었다. 그뿐

만 아니라, VR 게임의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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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확장된 요인으로 인해 더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VR 게임에서의 

즌스가 핵심 인 특성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소비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각된 비용이 지속

인 활용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다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VR 게임의 어떤 요소가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

는지를 살펴보는 기  연구가 되며 궁극 으로 

VR 게임의 지속 인 사용을 이끌어내는 요인들을 

확인시켜 다. 구체 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만

족감을 높이기 한 연구가 수행될 때, 일시 인 

사용이 아닌 지속 인 활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

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앞으로 VR 게임의 다양한 개발 과정에서 우

선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악하게 해 주는 

기 자료가 된다. 이는 개발자의 측면에서 고려해

야 할 사항 역시 고찰하고 있기에 향후 양질의 

VR게임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

째, 표본조사 상은 VR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을 체 으로 다 다룰 수 없다. 둘째, VR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재 VR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도 조사 상에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VR 게임 비사용자

들만을 상으로 수용 항에 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즌스는 VR만이 아

닌 모든 게임에서 요한 요소이므로 일반 게임과 

VR게임에서 변수별 차별성이 있는지 비교하는 연

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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