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Inf. Technol. Appl. Manag. 28(6): 1~21, December 2021 ISSN 1598-6284 (Print)

https://doi.org/10.21219/jitam.2021.28.6.001 ISSN 2508-1209 (Online)

증강 실(Augmented Reality)게임 지속사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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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Augmented Reality Game (AR Game) applied to Pokemon Go, which has recently been 
a sensational game. We focused on and analyzed the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as a dependent variable. 
We made hypothese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used spatial presence, perceived interactivity, perceived pleasure, 

and sick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Immersion was set up as a mediating variable. We conducted the study 
using 198 data, which people who experienced AR games respon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patial 
presence and perceived pleasur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mersion, as in previous studi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ickness and immersion, which were shown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in previous studies, we found that variabl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unlike previous studies and rejected the 
hypothesis. Third, perceived interactivity, which is one of the crucial variables to affect the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we found not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interactivity, immersion, and the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This result is opposite from previous studies, and further research on this issue is expected. 
We conducted this study with an individual user’s view on immersion and the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rather 

than focusing on technical or political topics. Besid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drew different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lored people who relish AR gam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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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 산업의 지속 인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과거 인기가 있었던 게임을 모바일 버

 혹은 리메이크 버 으로 재출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Joo and Chung, 2019]. 이 과정에서 2016년 

포켓몬 고(Pokémon Go)가 출시되었고, 포켓몬 고

의 성공으로 게임 산업에서 증강 실(Augmented 

Reality) 용과 기술 개발에 한 심이 증가되었다

[Shin, 2017]. 특히, 과거 기술  제약으로 인해 주

목받지 못했던 분야 으나, 성능이 향상된 스마트 기

기의 도입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 발

을 한 요한 기술로 각 받게 되었다[Nam, 

2016].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외부활동 제

한과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혹은 

비 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Joo, 2021] 증강 실 

기술의 도입에 한 필요성은 더욱 증 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산업의 발 으로 다양한 기업의 투자와 

정 인 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에서 연구된 국외 디지털 

콘텐츠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강 실 기술이 용

된 게임분야는 2022년 2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하 고, 애 , 구 , 오큘러스 등의 다국  

기업의 지속 이고 극 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Lee, 2020].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학문 분야에서도 증강

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증강

실을 용한 교육 미디어 련 연구[Kim et 

al., 2005; Lee, 2015], 몰입도에 한 연구

[Holbrock, 1994; Cho, 2017], 증강 실의 디자

인 인 측면에 한 연구[Kang, 2013; Park et 

al., 2017) 등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 증강 실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주로 기술 인 요인들에 

한 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Shen, 2018; 

Kaufman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강

실 기술이 용된 다양한 분야 에서 게임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인 요인들의 분석보다 실제 증강

실 게임 사용자의 개인 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연구

를 진행할 정이다.

2. 이론  배경

2.1 증강 실의 개념  특징

1968년 Sutherland의 3차원 디스 이에 한 

연구가 처음 발표되었다[Sutherland, 1968]. 일반

으로 이 연구가 증강 실 연구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증강 실이란 단어는 1990년 보잉의 항공기 

선 조립 과정에서 실제 화면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서 

시각화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Jeong, 2010]. 

증강 실이란 개념은 종종 가상 실의 개념과 혼동

되어 사용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개념 인 면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증강 실은 가상 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Shen, 2018], 가상 실은 

실에는 없는 공간과 경험을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제공  경험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는 기술이라면

[Bae and Kim, 2014], 증강 실은 실제에 가상의 

화면을 겹쳐서 사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Kim and Lee, 2017].

증강 실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 어 설명될 수 있

다. 첫째, 이용자의 주도성이다[Shin, 2017]. 과거의 사

용자의 패턴과는 다르게 증강 실 속에서는 사용자의 

의지 로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유도가 상당히 

요한데[Kim, 2014], 자유도가 높을수록 사용자가 느

끼는 재미와 몰입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Sweetser et al., 2005]. 둘째, 증강 실은 치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Heo and Chung, 2011].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도 

치 기반의 실세계와 가상의 컨텐츠를 목시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Kim et al., 2010]. 셋째, 증

강 실의 특징은 몰입이다. 이 몰입감은 증강 실의 가

장 요한 특징이며[Bae and Kim, 2014), 련 학문 분

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진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증강 실의 기술은 3차원의 공간 개념을 포함하여 컨텐

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Shin, 2017]. 이와 같은 높은 몰입도로 인하여 

교육[Lee et al., 2016], 체험형 콘텐츠[Suh, 2015] 등 다

양한 미디어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Cho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증강 실의 특징 , 몰입이론을 기반

으로 세 번째 특징인 몰입감과 증강 실이 용된 다양한 

산업  게임 산업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제28권  제6호 증강 실(Augmented Reality)게임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3

<Figure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2.2 증강 실 용 사례 분야

증강 실 기술에 한 용  연구 사례는 기술과학, 

사회과학, 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증강 실 기술을 용하기 하여 마커

리스 추  알고리즘의 연구[Yoon and Moon, 2012], 

방송과 증강 실을 목시켜 한 서비스 제공에 한 

연구[Choi et al., 2012] 등과 같은 기술과학 분야의 

용사례가 존재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증강 실 게임의 

속성과 몰입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 연구[Cho, 2017], 

증강 실을 활용한 교육에 한 연구[Yang and Ryu, 

2018; Lee et al., 2010]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술 분야에서는 주로 증강 실에 한 디자인과 이미지 

체계에 한 연구[Yim et al., 2017; Kim et al., 

2010]가 진행되었다.

경 학과 련된 이슈로는 증강 실 서비스에 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된 연구도 존재한다[Kim et al., 

2020]. 해당 연구에서 증강 실 서비스를 경험해 본 10

~30  사이에 청년층을 상으로 증강 실의 특징을 

구분하여 만족감과 이용의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는

데, 만족감은 유용성과 유희성, 그리고 이용의도 사이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강 실이 

고 효과에도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증강 실 고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하

여 소비자 에서 심리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

한다. 연구 결과 증강 실 고가 일반 인 고보다 

랜드 태도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 고, 제품

을 평가에도 더 도움이 되며,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  

거리도 일반 고보다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Cho et al., 2014].

많은 선행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증강 실 기

술은 한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짐을 악할 수 

있다. 

2.3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은(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축 된 많은 선행연구를 토 로 측정도구에  

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Lee et al., 2021]. TAM은 

1980년 , 그 당시의 컴퓨터에 해 사용자들의 수용 

의도를 악하기 하여 개발되었다[Davis, 1989; 

Yoon, 2020]. TAM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새로운 기술, IT 신제품의 사용자의 재사용의도 등을 악

하기에 상당히 유용한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구체

으로 TAM은 외부 변수가 인지된 이용 용의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이는 사용 태도에 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용 태도는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실제 사용에 향을 미친다. 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  사용의도에도 향을 미친다[Chae, 2016]. 

TAM은 새로운 기술에 하여 사용자들이 갖는 기술

에 한 사용의도와 의도를 분석하고, 그 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Qiao and Han, 2019]. 이는 새로운 기술에 

한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악하기에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많은 연구에서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Yoon, 2020; 

Chung and Dong, 2019; Na and Wui, 2019; 

Lee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요한 변수이자 선

행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많이 활용되었던 이용의도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연구 목 에 맞게 이용의도를 지속사용의도로 정의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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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Model

2.4 몰입이론(Flow Theory) 

몰입(Flow)이란 특정 행 에 해서 극도로 집

하고 있는 상태로 그 행  이외에 다른 상황은 의식하

지 않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Csikzentmihlyi, 

1975, 1990]. 자기목  성향이 강한 개인은 일반 으

로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특정 행 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릴 가능성이 높다[Csikzentmihlyi, 2003]. 

즉, 특정 행 에 해 개인이 목 의식을 가지고 있다

면, 목 달성을 해 그 행 에 더 빠져들게 되고, 목

을 성취하 을 때 즐거움은 극 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 Flow Theory

개인이 경험하는 몰입은 도 과 기술이 균형의 상태

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Kwon, 2012]. 따르

면, 개인에게 주어진 도 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높으면 

걱정과 불안한 심리상태가 되고, 개인의 능력이 도 보

다 높을 경우 심리  권태상 가 된다. 따라서 개인의 

몰입경험과 상태를 유지하기 해서는 도 과 기술의 

균형 상태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몰입이론의 은 게임 분야에서의 활용

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의 난이도와 게임

을 진행하는 사용자의 기술(능력) 수 이 균형을 이루

어야 한다[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몰입이론을 기반으로 증강 실 게임 

사용자가 몰입 경험을 하거나 몰입도가 높을수록 게임

의 지속 인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이를 반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TAM의 요 요인인 사용자의 사용

의도와 몰입이론의 몰입감을 심으로 증강 실 게임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앞서 언

한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고, 몰입감은 매개변수로, 그리고 게임 분야를 포함한 

증강 실 기술에 한 연구  선행연구를 통해 요하

다고 단된 실재감, 상호작용, 인지된 즐거움, 멀미도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한,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계에 을 맞추

고자 그 외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

의 응답자는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서울시에 소재

한 학교 학내외에서 무작 으로 선정  설문을 실

시하 고, 이를 통해 설정된 변수 이 외에 외생변수를 

무의미화시킴으로서 외생변수의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Kerlinger et al., 2000; Park et al., 2010] 

한 노력을 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사용한 로그램

은 SPSS 21 version과 AMOS 21 version을 활용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탐색  요인분석, 빈도 분석, 

상 계분석 등은 SPSS 로그램을 활용하 고, 확

인  요인분석, 다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 등은 

AMOS 로그램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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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수 간 선행연구  가설

3.1.1 공간  실재감과 몰입감

실재감이란 가상 환경 속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

하는 곳에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공간  실재감과 사회

 실재감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Slater et al., 

1993]. 공간  실재감은 사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물리

 공간과 매개된 미디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사회  실재감은 사용자가 느끼는 가상의 상이 실재

로 자신과 함께 존재한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Kim et al., 2017].

몰입감은 이와 같은 실재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상

호간의 계를 규명한 연구가 존재한다[Barfield et 

al., 1995]. 실제로 실재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이 몰입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

재한다[Joo et al., 2015]. 그러나 이와 반 로 몰입 

수 이 실재감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

다. Kim et al.[2008]은 사이버스포츠 게임의 몰입 

수 과 실재감의 계를 규명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설정된 연구 모형에서 게임 몰입 수 이 실재

감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재감이 몰입감에 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채택하고, 실재감을 하  요소  하나인 

공간  실재감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H1: 공간  실재감과 몰입감은 정(+)의 유의미한 

계를 가질 것이다.

3.1.2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몰입감

상호작용성은 증강 실 개념을 구성하는 요한 특징 

 하나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사물사이에 서로 간에 주고 받는 모든 행 이고, 

이와 같은 행 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를 상호작용 이

라고 정의한다[Lombard et al., 2001; Yang, 

2014].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상호작용성은 기

본 개념보다 상과 맥락을 기 으로 한 용이 더 

요한데, 그 이유는 상호작용성이 다차원 의 복합성을 

띄는 개념이며, 면 뿐 아니라 매체 혹은 컴퓨터를 매

개로 한 상호작용까지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tromer-Galley, 2004].

상호작용성과 몰입감에 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다수 진행되어왔다. Song and Shin[1999]의 연구에

서는 상호작용 유형을 세 분류로 나 고 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몰입 정도를 연구하 는데, 각 각의 상호작

용은 몰입 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유사한 게임이라도 상호작용 요소가 더 추가된 

게임이 일반 게임보다 더 높은 수 의 몰입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 다[Park and Noh, 2015].

본 연구에서는 Newhagen et al.[1995]가 제시

한 사용자가 매체와의 상호작용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으로 상호작용성을 정의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H2: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몰입감은 정(+)의 유의미

한 계를 가질 것이다.

3.1.3 인지된 즐거움과 몰입감

인지된 즐거움은 사용자가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게임에서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

록 만드는 요한 요인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Davis 

et al., 1992]. 한, 증강 실 게임에 참여하는 사용자

들이 기 하는 부분  하나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즐거움

이 높을수록 재이용 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측가능하다[Nam et al., 2017].

Seong[2012]은 즐거움을 하  4개의 요소로 나

어 몰입과 만족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 연구를 진행

하 는데, 인지된 즐거움이 몰입에 향을 미치고 사용

자로 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요한 요인임을 밝

냈다. 사용자가 게임에 한 만족감을 느끼려면 즐거움

이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도 존재한다(Lee 

et al., 2003]. 한, 증강 실 테마 크 발 에 한 

제언에 한 연구  즐거움이 핵심 인 요소이며, 사

용자로 하여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즐거움

이라고 강조하 다[Lee, 2000].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을 인지된 즐거움으로 정의하

여 몰입감에 유의미한 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인지된 즐거움과 몰입감은 정(+)의 유의미한 

계를 가질 것이다.



6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3.1.4 멀미도와 몰입감

멀미도는 주로 사이버 멀미(Cybersickness)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멀미도란 가상 실이나 증강 실 

기기를 사용하면서 어지러움, 구토, 메스꺼움이나 의 

피로와 기증을 포함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Zhang, 2020], 주로 가상 실(Virtual Reality: VR) 련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멀미도는 주로 나

이, 성별, 사용자의 건강 상태 등과 같은 개인  요소와 

지연시간, 치 추  에러, 배경의 복잡성 등과 같은 기술  

요소로 나  수 있다[Kim and Park, 2016].

멀미도는 주로 사용자의 기기 사용 만족도와의 계 

규명에 사용되었다. 멀미도가 높을수록 콘텐츠와 시스

템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며[Chang, 

2018], 3D 화콘텐츠를 경험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멀미도가 높을수록 이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2020]. 

한 가상 실이나 증강 실 게임에서 멀미도를 낮추

기 한 연구[Jung and Kim, 2017; Son, 2017], 

개인  특성에 따른 멀미도의 차이와 원인 분석 연구

[Ko, 2020] 등과 같은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멀미도와 몰입감에 계에 한 선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멀미도가 높을수

록 사용자의 만족도나 이용의도가 떨어지고, 이는 사용

자의 몰입감을 해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기에,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멀미도는 몰입감에 부(-)의 유의미한 계를 가질 

것이다.

3.1.5 몰입감과 지속사용의도

몰입이론과 TAM의 요한 변수이기도 한 몰입감

과 지속사용 의도는 증강 실 게임 연구 분야에서도 다

수의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증강 실과 가상 실 간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

는 향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몰입감은 증강 실과 

가상 실 사용자 모두에게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and Kwon, 

2018]. SNS 게임의 재사용의도에 한 연구에서도 

게임 몰입도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Chang et al., 2012], 패션제품 어 리 이션

의 몰입감과 사용의도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몰입감은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20]. 

몰입이 사용의도가 아닌 사용자의 만족에 한 향

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Lee et al.[2017]

의 연구에서 몰입과 SNS 게임 사용자의 만족도 간의 

계를 분석하 는데, 유의미한 정의 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증강 실 앱을 이용하여 트릭아이 뮤지엄

을 체험한 이용자를 상으로 몰입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정의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19].

Park and Kim[2012]의 연구에서는 SNS를 심

으로, Nam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는데, 해당 연구 모두 종속변

수를 지속사용의도로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IT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를 악하

기 하여 TAM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M의 이론  사용된 종속변수인 사용

의도를 지속사용의도로 정의하고, 증강 실 게임 사용

자의 몰입감이 높을수록 게임을 지속사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 몰입감과 지속사용의도는 정(+)의 유의미한 

계를 가질 것이다.

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 로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한 가설을 설정하 다.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

를 통하여 몰입감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하 고, 

몰입감이 증강 실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토 로 몰입감은 

기존의 변수들의 향을 받으며, 지속사용의도에 매개효

과를 가질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6-1: 몰입감은 실재감과 지속사용의도에 매개효과를 

조 할 것이다. 

H6-2: 몰입감은 상호작용과 지속사용의도에 매개효

과를 가질 것이다.

H6-3: 몰입감은 인지된 즐거움과 지속사용의도에 매

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6-4: 몰입감은 멀미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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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finition Quarry

Spatial
Presence

The feeling of space that users of augmented reality games perceive 
psychologically through immersion in the game

Kim et al.[2016],
Kim and Biocca[1997]

Perceived 
Interactivity

The degree of response to the personalization and behavior of the 
communication-mediated environment where the user controls the 
interaction process.

Wu[2005], Kim[2009]

Perceived 
Pleasure

The degree to which the user feels that using the game evokes fun 
and interest, and is enjoyable.

Shin and Shin[2011]

Sickness Symptoms such as discomfort, eye fatigue, headache, and nausea 
exposed while playing augmented reality games.

Rebenitsch et al.[2014], 
Davis et al.[2015],

Kennedy et al.[2003]

Immersion A state in which unnecessary information is not remembered by 
focusing perfectly on augmented reality games.

Jackson and Marsh[1996]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The user’s intention to use the game continuously. Bhattacherjee et al.[2001]

<Table 1> Definition of Operational Variables

Name Item Quarry

Spatial
Presence

RE1 I felt like I was in a game.

Shin et al, 
[2017],

Choi[2020]

RE2 I felt like I experienced a different world while playing games.

RE3
When playing a game, I felt like entering the world of games through my 
characters in the game.

RE4
When I play a game, the movement of the character in the game feels as 
if I have moved.

Perceived 
Interactivity

IN1 Two-way communication is possible through augmented reality games.

Lee[2006],
Kim[2009]

IN2 Augmented reality game content is interactive.

IN3 Simultaneous communication is possible through augmented reality content.

IN4 Augmented reality content is diverse.

Perceived 
Pleasure

EN1 Playing augmented reality games is fun.
Nam et al. 

[2017],
Jang[2013]

EN2 Augmented reality games interest me.

EN3 Augmented reality games are fun.

EN4 I think augmented reality games are fun and attractive.

Sickness

DI1 Playing augmented reality games is inconvenient.

Pyo[2019]

DI2 I’m tired when I play augmented reality games.

DI3 When I play augmented reality games, I have a headache.

DI4 When I play augmented reality games, my eyes get tired.

DI5 When I play augmented reality games, I feel dizzy.

Immersion

AB1 I focused my attention on the augmented reality game, when I played.

Susna et al. 
[1996]

AB2
While playing augmented reality games, I never thought of people who had 
nothing to do with games.

AB3 I’m totally into augmented reality games.

AB4 While I played augmented reality games, I focused all my attention on the game.

AB5 I tried not to make mistakes while playing augmented reality games.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USE1 I will continue to use augmented reality games as I do now.

Kim[2019],
Kim[2011]

USE2 I am willing to continue to use augmented reality games in the future.

USE3 If possible, I think I will continue to use augmented reality games.

USE4
I am willing to recommend augmented reality games that I have experienced 
to others.

USE5 I will continue to play augmented reality games that I have experienced even 
if other types of games appear.

<Table 2> Measurement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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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Factor Analysis

1 2 3 4 5 6
Chronbach’s 

Alpha

Explained Total 

Variance (%)

RE1 .783

.896

73.101

RE2 .837

RE3 .798

RE4 .642

IN1 .670

.846IN2 .804

IN3 .803

EN1 .725

.887
EN2 .736

EN3 .739

EN4 .772

DI2 .700

829
DI3 .788

DI4 .829

DI5 .858

AB1 .784

.870

AB2 .772

AB3 .711

AB4 .737

AB5 .760

USE1 .706

.875

USE2 .742

USE3 .762

USE4 .799

USE5 .714

Kaiser-Mayer-Olkin: .906

Battlett’s chi-squared: 3192.634, df: 300, sig: .000

<Table 3>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분석을 한 데이터 수집은 온, 오 라인 동시에 실

시하 다. 총 207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이  

증강 실 게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응답자와 불성실 응

답이 존재하는 데이터 9개를 제외한 총 198개의 데이

터를 분석에 활용하 다. 응답자  남자는 152명

(76.8%), 여자는 46명(23.2%)로 나타났으며, 20  

83명(41.9%), 30  109명(55.1%), 40  5명 (2.5%), 

50  1명(0.5%)로 응답자는 주로 20 와 30 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여 각 변수  

문항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으며, 응답지는 ‘1: 매

우 아니다~5: 매우 그 다’로 구성되었다. 

4.2 동일원천편향(Common Method Bias) 측정

본 연구는 한 응답자가 한 시 에서 모든 변수에 

한 질문에 응답을 하 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으로 측

정된 결과 값은 동일원천편향(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Park et al., 

2021]. 동일원천편향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SPSS 로그램의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실시

하 다. 일반 으로 결과 값이 50% 미만일 경우 동일

원천편향 문제에 해 우려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고 

단하는데[Kim, 2014], 분석결과 35.631%로 기 치

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탐색  요인분석 결과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4, 멀

미도1의 도구의 경우 요인 재량이 기 치를 충족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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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 SD 1 2 3 4 5 6

Spatial Presence 3.9407 .98302 1

Perceived Interactivity 3.7458 .93796 .587** 1

Perceived Pleasure 2.4912 1.06882 -.092 -.064 1

Sickness 3.9015 .80632 .491** .512** -.364** 1

Immersion 4.0293 .82138 .549** .424** -.045 .459** 1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3.5242 .90173 .527** .415** -.193** .618** .479** 1

**
p < .05.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못하여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 검증을 해

서 Chronbach’ Alpha의 계수를 활용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부 요인 재량이 0.7 이하(실재감4: 

.642 / 상호작용1: .670)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

의 진행에 있어서 요한 도구이며, 0.6 이상의 값도 

표본의 수에 따라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고려하여[MacCallum et al., 2001; MacCallum 

et al., 1999], 해당 도구를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활용하

다. Kaiser-Mayer-Oklin의 결과값은 .906, 

Battlett의 구형성 검정은 3192.634, 자유도 300과 

유의확률은 .000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타당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다 공선성 문제의 기 이 

되는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최소 1.009~최  1.840의 결과 값을, 공차의 

경우 최소 .544~최  .991의 값을 얻어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4 변수 간 상 계  평균, 표 편차 분석

변수 간의 상 계분석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평

균의 경우 2.4912에서 4.0293의 분포 값이 도출되었

으며, 표 편차의 경우 .82138에서 1.06882의 분포 

값을 얻었다. 각 변수 간의 상 계 결과 값은 다음 

<Table 4>와 같다. 멀미도의 경우 다른 변수들과 주로 

음의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즐거움과 지속사용의도

의 경우 상호 간의 상 계가(.618) 다른 변수들의 

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5 확인  요인분석 결과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AMOS 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

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지수와 증분 합지수 등

의 수치를 활용하 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

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

tracted: AVE) 값을 도출하여 내  일 성을 측정하

다. 모형 합도의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χ2은 

417.091(DF=260, CMIN/DF=1.604, p-value 

=.000), RMSEA=0.055, GFI=0.856, PGFI= 

0.684, NFI=.875, CFI=0.948, TLI=0.941, 

IFI=0.949의 값이 도출되었다. 체 으로 기 치를 

충족할만한 값들이 도출되었으며, 연구를 한 모형

합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

( >0.7)와 AVE값( >0.5)은 멀미도의 AVE를 제외한 

모든 값이 기 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미

도의 경우 AVE가 다소 부족한 값이 도출되었으나 

(=0.4197), 본 연구에서는 부(-)의 향을 미칠 것으

로 단되는 유일한 변수이며, VR게임에서 요한 요

인  하나로 다루어지는 변수이기에 제외하지 않고 연

구를 진행하 다(<Table 5>).

4.6 모형 합도 분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분석한 모형 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CMIN은 417.091 (DF=260, CMIN/DF= 

1.604, p-value= .000)의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RMSEA=0.055, GFI=0.856, PGFI=0.684, 

NFI=.875, CFI=0.953, TLI=0.947, NFI=0.880, 

IFI=0.949의 값을 얻었다. 체 으로 합하거나 수

용할 만한 결과 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4.7 가설검증 결과(H1, H2, H3, H4, H5)

매개효과 가설검증 분석을 실시하기 , 각 변수

간의 계에 한 가설검증을 진행하 다.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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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S.E. C.R. P VIF Result

H1 Immersion ← Spatial Presence .310 .065 4.776 .000
***

1.885 Accepted

H2 Immersion ← Perceived Interactivity .033 .065 .503 .615 1.727 Rejected

H3 Immersion ← Perceived Pleasure .262 .060 4.364 .001
***

1.196 Accepted

H4 Immersion ← Sickness .080 .044 1.835 .067
*

1.831 Rejected

H5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260 .118 2.211 .027
**

1.562 Accepted
*
p < .10, 

**
p < .05, 

***
p < .01.

<Table 6> Results of Analyzing H1, H2, H3, H4, H5

Name Item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 

standardization coefficient
C.R. p-value AVE

Construct 

Reliability

Spatial

Presence

RE1 1.000 / .815 -

0.6413 0.8770
RE2 1.110 / .854 13.953 0.000

***

RE3 1.132 / .890 14.735 0.000***

RE4 1.158 / .778 12.270 0.000
***

Perceived 

Interactivity

IN1 1.000 / .767 -

0.6246 0.8328IN2 1.121 / .807 11.131 0.000
***

IN3 1.186 / .850 11.583 0.000
***

Perceived 

Pleasure

EN1 1.000 / .760 -

0.7001 0.9029
EN2 1.098 / .768 11.020 0.000

***

EN3 1.279 / .870 12.668 0.000***

EN4 1.280 / .859 12.509 0.000
***

Sickness

DI2 1.000 / .679 -

0.4197 0.7422
DI3 1.055 / .781 9.099 0.000

***

DI4 1.149 / .710 8.475 0.000***

DI5 1.215 / .806 9.275 0.000
***

Immersion

AB1 1.000 / .690 -

0.5757 0.8703

AB2 1.336 / .702 8.995 0.000
***

AB3 1.622 / .855 10.689 0.000***

AB4 1.574 / .846 10.604 0.000
***

AB5 1.278 / .681 8.754 0.000***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USE1 1.000 / .795 -

0.5584 0.8599

USE2 1.199 / .897 14.461 0.000
***

USE3 1.162 / .856 13.614 0.000***

USE4 1.183 / .846 13.404 0.000
***

USE5 .904 / .520 7.418 0.000***

**p < .05, ***p < .01.

<Table 5>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재감과 인지된 즐거움은 

95% 수 에서 몰입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멀미도는 90% 수 에서 몰입감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정된 부

의 계가 아닌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경우 몰입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몰입감은 지속사용의도에 

95% 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1, H3, H5는 채택, 가설 H2, H4는 기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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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Analysis Estimate S.E.
95% CI

P Result
Lower Upper

H6-1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Spatial Presence
.095 .063 .001 .236 .047

**
Accepted

H6-2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Perceived Interactivity
.009 .025 -.038 .066 .709 Rejected

H6-3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Perceived Pleasure
.062 .041 .000 .163 .050

**
Accepted

H6-4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Sickness
.025 .022 -.007 .077 .168 Rejected

*
p < .10, 

**
p < .05, 

***
p < .01.

<Table 7> Results of Analyzing H6-1, H6-2, H6-3, H6-4

Path Analysi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6-1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Spatial Presence
.267** .095** .363**

H6-2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Perceived Interactivity
-.063 .009 -.053

H6-3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Perceived Pleasure
.546*** .062** .607***

H6-4
Intention for Continuous Use ← Immersion

← Sickness
-.005 .025 .020

*
p < .10, 

**
p < .05, 

***
p < .01.

<Table 8> Results of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4.8 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H6-1, H6-2, H6-3, 

H6-4)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존

재하는지 악하여 설정한 가설에 한 채택 여부를 검

증하 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부트스크랩

(Bootstrap = 1,000 / Percentile Confidence 

Intervals = 95 /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 = 95로 설정) 방법을 활용하 고, 매개효

과 가설검증(H6-1, H6-2, H6-3, H6-4)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재감과 인지된 즐거움의 경우 몰입감을 

거쳐 지속사용의도에 모두 95% 수 에서 부분 인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과 

멀미도의 경우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8> 참조). 

5. 결  론 

본 연구는 증강 실 게임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변수와 몰입감의 매개효과의 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독립변수로 설정한 공간  실재감, 지각된 상

호작용성, 인지된 즐거움  지각된 상호작용과 멀미도

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이 몰입감에 유의한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실재감의 경우 실 이고 

실세계와 잘 융합될수록 몰입감과의 계가[Shin, 

2017] 더 큰 계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공

간  실재감은 독립변수  몰입감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VR게임과 

다르게 사용자가 존재하는 실을 인지하며 게임을 진

행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밝 진 실세계와 게임

세계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일치가 사용자의 몰입감

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특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인지된 즐거움의 경우 증강 실 게임 연구 이외에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 등 다

양한 게임 분야에서 요한 게임 이용 동기 변수로 활

용되었다[Jang, 2013; Seong, 2012]. 기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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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앞서 언 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증강 실 게

임에서도 인지된 즐거움이 몰입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 다. 

멀미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 다

른 정의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멀미도와 몰입감의 계보다 멀미도와 

증강 실 서비스의 만족감이나 이용의도[Kim et al., 

2020]와의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는 몰입감과의 계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고, 그 계를 부의 계로 상하 으나, 결과는 정의 

유의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VR게임의 경우 멀미도가 몰입감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Jang, 2018; Zhang, 2020] 증

강 실 게임의 경우 그 계가 반 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계가 인지된 즐거움이나, 공간  실재감보다 

약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의 응

답자들이 정의 계의 답변을 한 것은 증강 실 게임의 

경우 실 세계를 배경으로 게임의 그래픽을 융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게임  멀미도에 한 사용자의 인지

가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VR게임이 가지는 

특성과 증강 실 게임이 가지는 특성의 차이에 따른 사

용자의 개인  지각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몰입감과 

유의미한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증강 실 게임에서 상호작용성은 몰입

감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하나이며[Shin, 

2017], 웹사이트 사용 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사용자

의 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와 상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재의 증강 실 

게임의 경우 게임 상에서 사용자 간의 계 혹은 정보 

교류 등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바

일이나 컴퓨터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용자

는 공간의 제한 없이 게임에 속한 사용자와 교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증강 실 게임의 경우 실 인 공

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제약을 가질 수밖

에 없다. 표 인 로 포켓몬 고를 꼽을 수 있는데, 

포켓몬 고를 진행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의 정보

교류, 화 보다 게임 상에 존재하는 포켓몬을 잡는 것

이 가장 요한 일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후순 로 릴 수밖에 없다. 결국 공간  제약, 게임의 

특성 등의 이유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의 몰입

에 유의하지 않는 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 째, 몰입감을 매개변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지속사용의도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공간  

실재감과 인지된 즐거움은 몰입감을 매개로 지속사용

의도에 부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실재감은 앞서 언 한 로 증강 실 게임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이다. 즉, 사용자가 실세계의 공

간과 게임 상의 화면의 한 융합이 될수록, 그리고 

사용자 스스로가 융합된 화면을 보며 실세계와 게임 

화면의 구분이 어려울수록 사용자의 몰입을 강하게 만

들고 이를 통해 지속 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게임 화면의 높은 화질

의 그래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와 게임 화

면의 융합이 사용자가 화면을 보며 실과 게임의 구분

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일치도가 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추가분석의 결과 공간  실재감이 지속사용

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증강 실 게임에 공간  실재감이 차지하는 비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

기 해서는 사용자가 증강 실 게임 도  느끼는 공간

 실재감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즐거움 역시 몰입감을 매개로 지속사용의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은 변수 자

체가 요하고 가장 향력이 큰 변수임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쉽게 악할 수 있다. 증강 실 게임의 경우도 

사용자가 즐거움을 인지하고, 몰입의 단계로 발 하여 

지속 인 사용을 이끌어 낸다는 에서 기존의 다양한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인지된 

즐거움이 지속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 는데, 사용자 스스로 느끼는 내 인 만족감이 요

한 사용 동기[Jang, 2013]이면서 지속사용을 이끌어 

내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 실게임

과 AR게임의 근본 인 특성을 사용자 에서 악

하 다. 기각된 가설  지각된 상호작용과 멀미도의 

경우 AR게임에서 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왔고,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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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양한 선행연구

를 통해 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강 실게임에서는 

지각된 상호작용의 경우 몰입감이나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각 

각의 게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변수의 향력 차이를 

악하 다. 특히, 멀미도의 경우 기존 AR게임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의 계를 상하 으나, 정의 유의

한 계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를 토 로 완  가상

실과, 실과 가상의 조합의 화면이 사용자 에서 

느끼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학문 으로 각 

각의 게임을 분리하여 근하는 을 제시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존재한다. 둘째, 증강 실 게임 역시 VR

게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몰입이 요함을 확인하

다. 몰입을 통한 사용자의 지속사용 의도나 만족감은 

다양한 연구에서 요한 과정임을 확인하 고, 증강

실 게임 분야에서도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기

술 발 으로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나 서비스가 개발이 

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몰입을 한 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5.2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멀미도의 경우 평균분산추출 

(AVE) 값이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값이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부의 계를 가질 것으로 상되는 

유일한 변수이기에 연구를 진행하 으나, 향후 이에 

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문지의 

내용이 유일하게 부정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응답자의 혼란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문지 구성 단계에서 이를 반 한 연구 설

계,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으로 멀미도

는 부의 계를 상하 으나, 정의 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로 VR게임 연구 분야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인데, VR게임과 증강 실 

게임의 특성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지, 혹은 증강 실 

게임에서는 멀미도라는 변수가 끼치는 향이 근본

으로 은지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감이나 지속사용의도

에 유의미한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상충되는 결과 다. 그러나 부분

의 게임에서 사용자는 타인과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얻

고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증강 실 게임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용되지 않는 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에 한 구체 인 연구

를 진행하여 공간  한계 등의 이유로 증강 실 게임에

서만 나타나는 한계이자 특징인지 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응답자는 주로 20 와 30 가 부

분을 차지하 다.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익숙한 세

이며, 트 드에 민감한 세 이기 때문에 증강 실 게임

에 익숙할 것으로 단되나, 연구의 일반화와 심도 깊

은 결과  해석을 해서 40  이상의 응답자의 데이

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증강 실 게임의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  요인 심의 연구가 이루어

져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심의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특성을 기반

으로 한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는 신, 샘

의 무작 화로 그 향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증강 실 게임사

용 빈도, 시간 등의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보다 세 한 

측정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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