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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irtual Reality(이하 VR)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중(重)이용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특정 미디어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집단으로 

미디어 산업의 핵심 고객층이나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VR게임 내 중(重)

이용자 집단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 경이용자 집단과 변수 차이를 검증해 특성을 파악했

다. 연구 결과, 중이용자는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속적 이용 의도 변수 측면에서 경이용자보다 높은 이용 행태를 

보였다. 또한, 중이용자의 개인 혁신성, 지각된 품질, 프레즌스는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VR 게임 내 중이용자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VR 게임 개발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VR게임,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 지속적 이용 의도

Abstract  With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R game market is rapidly 

expanding. Meanwhile, heavy user group means the group consisting of people consuming certain 

media or contents more than others, which is the core constituency of the media industry, and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on them.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ontinuous 

intention of use of VR game heavy users and figured out their characteristics by verifying the difference 

in variables with the light user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eavy user group showed higher 

behaviors than the light user group in terms of personal innovation, presence, and continuous 

intention of use variables. In addition to this, it was found that personal innovation, perceived quality, 

and presenc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tinuous intention of use.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eavy VR game users and influential factors, thereby 

preparing baseline data for VR game development and other releva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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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Virtual Reality(이하 VR)은 현실과 흡사한 가상환경

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고 원격근무

와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VR 산업의 활성화는 더

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1, 2].

현재 VR기술은 게임 산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

며, 이어 기업용 테마파크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2019년 당시 구글은 VR 관련 사업을 철수했으나, 실감

콘텐츠 시장은 오큘러스 퀘스트(Oculus Quest) 등 독립

형 VR HMD와 Viveport Infinity 등 VR콘텐츠 구독 서

비스가 출시되면서 크게 성장했다. 실감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 140억 7,200만 달러(약 16조 7,456

억 원)이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7%로 예

측된다[3]. 

국내에서도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

한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19~23)" 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 중심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초

저지연이나 대용량 콘텐츠 제작 등 5G 네트워크의 특성

을 활용한 VR 게임 산업 육성 등의 제안도 포함돼있다

[4]. 

또한 VR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

폼으로 주목받는 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VR 게임은 상호작용이 핵심인 ‘뉴미디어’이

기에 사용자와 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VR 게임의 이용자 집단은 크게 ‘중(重)이용자’

와 ‘경(輕)이용자’로 나뉜다. 이중 VR 게임 산업 활성화

를 위해 주목해야 할 집단은 소비량과 이용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이용자 집단이다. 중이용자는 대개 특정 미

디어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집단이다. 미디어 

산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이용자의 이러한 특성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이용자가 아닌 집단을 중이용자로 전환시킬 전

략도 중요하다[5].

따라서 본 연구는 VR 게임 산업 활성화에 핵심 역할

인 중이용자 집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 소비 기대치가 다른 경이용자 집단과 비교를 통

해 VR 게임의 주요 변수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VR 게임과 중

이용자에 대한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VR 게임 

이용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VR게임 플랫폼적 속성(프레

즌스)과 이용자 속성(개인혁신성, 품질)으로 알아본다. 

셋째, 관련 문헌 연구와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중이용자

와 경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아본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SPSS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해 T-test, 회귀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를 검

증한다. 또한, VR게임 중이용자 특성을 도출하여 어떤 

VR 게임 속성의 정도를 증가시켜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해 VR 게임 산업의 핵심 고객층인 중이

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속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VR 게임 

VR은 실제와 비슷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를 디

지털로 구현한 기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

는 VR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은 물론, 구현된 환경

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활용해 만든 VR 게임이란 전용 

디바이스를 통해 외부와 차단된 디지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한다. VR 게임은 PC, 모바일, 콘솔 

등의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 세계 안에서 사

용자가 특정 행위를 취하면 이를 인지해 반응하는 일련

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게임에 접목된 VR 기술은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요소이며, 게임 자체의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다[6-8]. 

특히, 게임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머무르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큰 성장을 이뤘는데, 국내 게임 시

장의 경우 2020년 기준 작년 대비 9.2% 성장한 17조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9]. 물론 이러한 성장

세 속에서 VR 게임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부

가 VR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지지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VR 게임을 즐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VR 

게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10]. 종

합해보면 VR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어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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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이용자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성도가 높은 집단을 중(重)이용

자라고 부르며, 영미권에서는 헤비 유저(heavy user)라

고 부른다. 중이용자에 대비되는 개념은 경(經)이용자이

며, 라이트 유저(light us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이용

자와 경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은 물론, 소비 자체도 크거

나 적은 집단을 말하는데, 상대적인 차원에서 일컫는 용

어이며 고정된 기준이나 수치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중

이용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있었으

나, ‘소비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물품을 더 많이 소비한 

사람’ 이라는 중이용자의 전제 조건을 기준으로 정했다.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서 광고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성할 때도 미디어 이용량이 높은 중이용자에 

맞춰 광고를 기획한다[11, 12]. 따라서 중이용자는 미디

어 산업의 핵심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용자를 중이용자라

고 부르고 있다. 특히, 게임에 시간이나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사람을 중이용자로 분류하며, 이들의 경

우 매출과 직결되는 상업적 활용에 있어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높다[13, 14]. 모바일 게임의 이용 행태를 

분석한 김혜빈(2015) 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의 이용 시

간과 소비 비용이 많을수록 만족도와 몰입도가 증가한다

고 보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소비비용에 초점을 맞춰 

중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2.3 선행 연구 

본 논문에서는 VR 게임 이용자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로 구분

하였다. 이에 각 개념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2.3.1 개인 혁신성 

개인 혁신성은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소비자의 수용 단계에 따라 혁신자(innovator), 

초기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다수수용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지각수용자

(laggard)로 나눌 수 있다[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용

자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는지가 

신제품 수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

라서 개인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 이점, 이용 용

이성, 양립성 등 긍정적인 지각을 스스로 형성하여 새로

운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해 이용의도를 드러낸다고 보고

된다[16]. 또한, 이 개념을 VR 게임 이용에 적용해 보면 

개인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VR 게임 이용을 시도하려는 확률이 더 높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2.3.2 프레즌스 

프레즌스는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의 줄임말

로, 구체적인 실제나 객관적 현존에 의지하지 않고 미디

어로 매개된 환경적 요소가 실재한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때 물리적으로 처해있는 실제 위치나 

상황은 잊어버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프레즌스가 게

임의 즐거움과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17] Slater, Sheridan, Zeltzer 

등 여러 학자들은  프레즌스가 VR의 핵심적 요소임을 밝

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적 VR 속성인 프레즌스를 많

이 느낄수록 VR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 상정

할 수 있다.

2.3.3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은 VR 게임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시스

템 운용, 조작의 용이성, 안정성, 반응성 등으로 구성된

다. 특히, VR 게임은 HMD를 시작으로 기존의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출력 장치 없이 자이로센서 등을 이용하

여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Baliey 와 

Pearson(1983) 은 접근 편리성, 시스템 유연성, 시스템 

통합, 응답시간 등의 측정 변수를 통해 시스템 품질을 측

정했다[18]. 또한, VR의 특성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는 VR 생태계 요소인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

츠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센서의 정밀도 프로세스의 

처리 속도는 이용자의 VR 경험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보

고 있다 [19]. 지각된 품질은 VR 게임의 중요한 속성이

다. 또한, VR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VR 게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

다는 관점이며, 지각된 품질이 높다고 여기는 이용자들

이 보다 VR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2.3.4 지속적 이용 의도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만

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지속적 이용 의도’는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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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McKnight(2002)는 소비자의 이용의도가 미래행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행동의도 중 하

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 VR 게임의 특성이 사

용자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 연구

에 따르면 VR 게임의 사회적 특성이 사용자의 이용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본 연

구에서는 VR 게임의 지속적 이용의도 정도에 따라 VR 

게임 이용 행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구

를 진행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 지속

적이요의도 각 변수마다 중이용자와 경이용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VR 게임 

중이용자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VR 게임 중이용자와 경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가설 1-1 : 개인 혁신성에서 VR 게임 중이용자와 

경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프레즌스에서 VR 게임 중이용자와 경

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지각된 품질에서 VR 게임 중이용자와 

경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4: 지속적 이용 의도에서 VR 게임 중이용

자와 경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VR 게임 중이용자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

까?

연구가설 2-1 : VR 게임 중이용자의 개인 혁신성은 

지속적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 VR 게임 중이용자의 프레즌스는 지속

적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 VR 게임 중이용자의 지각된 품질은 

지속적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3.2 주요 개념의 정의와 측정 방법

VR 게임의 정량적 이용 행태를 소비비용으로 구분하

였으며, "VR이 보편화되면 한달 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

용" 으로 규정했다. 사전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아직 VR

게임이 보편화되지 않다고 판단해 기대 소비를 물어봤으

며,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참고해 5지 택일형 문항으로 

측정했다.

개인 혁신성은 Rogers(2003)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

용자가 VR 게임 기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하는 정

도" 로 정의했다. 측정항목은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이

용하려는 경향“, ”새로운 미디어 매체 수용“, ”새로운 정

보기술 사용“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Likert 7점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프레즌스는 Zelt(1992)의 이론에 근거하여 "VR 게임 

이용 시 가상환경이 실재하는 것처럼 느끼며, 게임 속 상

황에 몰두하여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경험" 으로 정의했

다. ”VR 게임 시 사람이나 사물에 실제로 부딪칠 것 같

은 느낌“, ”VR 게임 세계에 빠져 있는 느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느낌“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지각된 품질은 Witmer & Singer(1998)의 이론에 근

거하여 "이용자가 VR 게임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로 정의했다. ”VR 기기 디스플레이의 중요

성“, ”VR 기기 무게의 중요성“, ”VR 기기 실감형 사운드 

중요성“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Likert 7점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했다.

지속적 이용 의도는 Davis(1989)의 이론에 근거하여 

"VR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지 

정도" 로 정의했다. ”VR 게임 지속적 사용 의항“, ”사용 

빈도를 늘려 VR 게임 이용“, ”VR 게임을 다른 사람들에

게 권장할 의향“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3.3 본 조사 방법과 절차

연구 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문항에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추가 및 수정해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은 인터뷰와 사전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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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했다. 구체적으로는 VR 게임 관련 업계에 종사하

는 전문가 5인과 일반 사용자 28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

뷰 및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문제 및 가설 검

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은 VR 게임을 사

용해 본 적 있는 일반인 430명이었다. 대상 연령은 ‘대한

민국 게임백서’를 참고해 VR 게임 이용자의 80% 이상인 

10대에서 40대로 정했다. 남녀 성비는 1:1을 크게 벗어

나지 않게 조절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

지 38부를 제외한 392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해 설문 결과를 SPSS 27.0 프로

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크론바흐알파, pearson 상관계

수 분석, 독립 표본 t-검정,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392부 

표본 중 성별은 남성이 193명(49.2%), 여성이 199명

(50.8%)이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10대부터 

40대 까지 96명에서 102명으로 비슷했다. 월 소득의 경

우 200 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8명(25%), 100만원 

이하 88명(22.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49명

(12.5%)순이었다. 직업은 사무관리직 151명(38.52%), 

학생이 121명(30.86%), 전문직이 35명(8.92%) 순이었

다. 하루에 게임을 이용 시간은 1 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56명(39.79%)이었고, 1시간 이하가 127명(32.39%) 

순이었다. VR이 보편화되면 한달 평균 최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131명(33.41%), 

2만원이상 5만원 미만이 112명(28.57%), 1만원 미만 

89명(22.70%), 5만원이상~10만원 미만 46명(11.73%), 

10만 이상 14명(3.57%) 순이었다. VR 콘텐츠를 사용해 

본 횟수에서는 3회~5회가 183명, 2회 미만이 84명, 10

회 이상~14회 미만이 62명 순이었다. 한번 VR게임을 시

작했을 때 지속되는 시간에서는 10분 이상~30분 미만이 

125명, 30분 이상~1시간 113명, 1시간 이상~2시간 미

만 94명 순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VR게임 이용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흐알파

(Cronbach’s Alpha)으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Nunnally(1978)가 밝힌 대로 Cronbach‘s alpha가 

0.7 이상일 경우 허용 가능한 신뢰도 계수라고 할 수 있

는데, 측정 결과 신뢰도 계수는 개인 혁신성 0.887, 프레

즌스 0.843, 지각된 품질 0.895, 지속적 이용 의도 

0.892의 높은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고 있다. 

Element Number Ratio

VR game 

experience

1 ~ 2 84 21.43

3 ~ 5 183 46.68

6 ~ 9 22 5.61

10 ~ 14 62 15.82

15 ~ 29 26 6.63

30 ~ 40 15 3.83

play time
(unit : minute)

under 10 38 9.7

10 ~ 30 125 31.89

30 ~ 60 113 28.83

60 ~ 120 94 23.98

over 120 22 5.61

consumption cost
(unit : 1,0000 won)

under 1 89 22.7

1 ~ 2 131 33.41

2 ~ 5 112 28.57

5 ~ 10 46 11.73

over 10 14 3.57

Table 1. Characteristics of Using VR Game

4.3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4.3.1 상관관계 분석

VR 게임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기준은 성태제(2014)를 참고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인 혁신성(0.497), 지각된 품질

(0.439)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4 - 0.6 사

이). 또한 프레즌스(0.642)은 VR 게임의 지속적 이용 의도

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6–0.8 사이).

element 
personal 

innovation
presence

perceived 
quality

intention to 
use

personal 

innovation
1

presence 0.349** 1

perceived 
quality

0.461** 0.302** 1

intention to 
use

0.497** 0.642** 0.439** 1

**p<0.01, *p<0.05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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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연구문제 검증 및 증명 

본 연구에서는 VR 게임의 이용자를 소비 비용에 따라 

중이용자와 경이용자로 분류하고, 두 집단을 비교해 VR 

게임의 주요 변수 간 차이와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위 몇 퍼센트(%)부터 

중이용자로 분류할지에 대해 선행 연구 및 보고서에 따

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SNS 이용자를 파악한 선행연

구에서는 상위 25%부터 중이용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22]. 본 연구에서는 소비 비용에 따른 이용자 분류를 중

이용자는 5만 원 이상(약 15%), 경이용자는 1만 원 미만

(약 22%)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1. VR 게임 중이용자와 경이용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지각된 품질(>0.05)를 제외

한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속적 이용 의도은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 비용에 따른 개인 혁신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경이용자 집단(5.10)보

다 중이용자 집단(5.98)의 개인 혁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비용에 따른 프레즌스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경이용자 집단(4.58)보다 중

이용자 집단(5.22)의 프레즌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 비용에 따른 지속적 이용 의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경이용자 집단(4.61)보다 중

이용자 집단(5.59)의 지속적 이용 의도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 비용에 따른 지각된 품질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0)

본 연구결과는 중이용자 집단과 경이용자 집단이 뚜렷

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며 VR 게임 관련 변수(프

레즌스), 이용자 속성 변수(개인 혁신성, 지속적 이용의도) 

가 높을수록 중이용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중이용자 집단은 소비 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 혁신성, 

지각된 품질, 지속이용의도가 높은 집단임을 의미한다.

element 
light user heavy user

T p
M SD M SD

personal 

innovation
5.10 1.17 5.98 0.86 5.36 0.001

presence 4.58 0.89 5.22 1.05 3.93 0.001

perceived 
quality

6.13 0.78 5.99 0.88 1.03 0.154

intention to 
use

4.61 1.09 5.59 0.91 6.04 0.001

Table 3. T-test Analysis between VR Game Heavy 

Users and Light Users

연구문제 2. VR 게임 중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은 지

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p<0.05) 따라서 VR게임 중이용자의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이 향상될수록 지속적 이용 의도

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B β T P R2 result

constant 0.029 0.524

personal 
innovation

0.336 0.120 2.800 0.007 accept

presence 0.407 0.079 5.149 0.001 accept

perceived 
quality

0.247 0.116 2.121 0.038 accept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ontent 

Satisfaction of Heavy Users on VR Games)

본 논문은 VR게임 소비 비용 중이용자에 초점을 맞춰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추가로 경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VR게임 중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프레즌스

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그러나 개인 혁신성, 지각된 품질은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VR게임 경이용자

는 이용자 속성 변수(개인 혁신성, 풀질)보다 VR게임 속

성 변수(프레즌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다. 프레즌

스는 가상세계 안에 자신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듯한 주

관적 느낌을 뜻하며, VR 게임의 핵심적 특징이다. 즉, 경

이용자는 VR게임이라는 플랫폼적 속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며, 중이용자는 상대적으로 플랫폼적 속성에 

영향을 덜 받는 이용자 집단[5]이며 그렇기에 다른 플랫

폼 게임의 중이용자이거나 중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중이용자와 경이용자의 인구

통계학적 문항을 비교해 보면, 중이용자는 경이용자보다 

연령이 어리고(10대~30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으

며, VR게임 경험을 보다 많이(10회 이상)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VR 게임 시장이 성숙기가 아니기에 

VR 기기 구매보다는 체험 위주가 많고, VR 체험방이 많

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뉴미디어를 보다 쉽게 받아들

이는 젊은 층 위주로 VR 게임을 많이 경험하고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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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임을 뜻한다.

B β T P R2 result

constant -0.159 0.318

personal 
innovation

0.157 0.088 1.774 0.080 reject

presence 0.538 0.111 4.854 0.001 accept

perceived 

quality
0.245 0.131 1.867 0.065 reject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ontent 

Satisfaction of Light Users on VR Games

5.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VR 게임 내 중이용자 집단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한 요인(개인 혁신

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을 경이용자 집단과 비교 및 

검증해 중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분석했다. 주요 연구 문

제와 연구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이용자 집단과 경이용자 집단을 소비

비용으로 나눌 경우,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속적 이

용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소

비비용이 높은 중이용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개인 혁신

성, 프레즌스, 지속적 이용 의도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VR 게임 내 중이용자의 특성

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문제 2, VR 게임 내 중이용자 집단의 지속적 이

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했다. 본 연구에서 선

정한 주요 요인은 개인 혁신성, 프레즌스, 지각된 품질이

다. 경이용자의 경우 프레즌스는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만, 개인 혁신성, 지각된 품질은 지

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정한 주요 요인은 모두 중이용자

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VR 게임 내 중이용자의 

영향 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국내 VR 게임 산업은 해외보다 발전이 느린 양

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

내 VR 게임 시장은 성장세를 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VR 시장 활성화를 위해 ‘VR 게임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

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VR 게임 내 중이용자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하

여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광고나 마케팅 분

야에서는 중이용자 개념을 자주 활용하지만, 게임 산업

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

는 소비 비용으로 중이용자와 경이용자를 분류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추후 VR 게임 내 중이용자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VR 게임의 지속적 의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하여 소비 비용 및 의용 의도가 높은 사용자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VR 게임을 지속적

으로 이용하는 집단의 일부 특성을 규명하여 추후 VR 게

임 서비스 개선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VR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세 가지 변수만 검증해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부

족했다는 점과, 경이용자와 중이용자 집단을 소비비용으

로만 구분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VR 게임 내 중이

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VR 산업이 주

목해야 할 이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몇 

한계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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