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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GPS 센서를 갖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위치 기반 게임

들[1,2]이 개발되고 있고, 점차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

다. Shadow Cities[1]는 위치 기반의 롤플레잉게임으로 기

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을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변환한

것이다. 반면에 Geocaching [2]은 초기의 위치 기반 게임

으로 GPS를 이용한 일종의 보물찾기 게임이다.

위치 기반 게임 이외에도 SNS의 일종인 위치 공유 앱

(Location Sharing Apps)들 (Foursquare [3] 등)도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Janne [4]의 연구에 의하면,

Foursquare의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장소를 등록하고, 메

시지를 남김으로써 받는 뱃지와 Mayor의 타이틀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

련되어서 위치 공유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서 게임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

게 되었다. 따라서 위치 공유 앱에서 사용자들의 위치 공

유 앱에 대한 이해, 사용 형태, 게임적 요소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실험을 통해

서 위치 공유 앱에서 게임적인 요소의 흥미도, 게임 시나

리오, 사용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방법은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2. 실험 방법 설계

실험의 목적은 위치 공유 앱의 게임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의 가설은 1) 위치 공유 앱은 위치 기반 게임

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2) 이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실험 설계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15~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험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한다. 실험에 참가자는 임의로 4

명이 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Geocaching과 유사한 보물찾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 참가자에게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은 위치 공유 앱과 SNS의 사용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실험 참가자들에게 위치 공유 앱인 SocialVenu [5]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3. 임의로 3~4명이 한 팀을 이루도록 하고, 대학 교내에

숨겨진 보물을 찾도록 한다. 실험은 1시간 30분을 진행하

도록 하고, 게임의 흥미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을 지급하

도록 한다.

4. 실험 종료 후에 팀 단위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게

임으로서의 흥미성, 위치 공유 앱의 사용성, 사용자 경험,

게임 시나리오 제안 등을 파악한다.

실험 결과의 인터뷰 데이터는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분석을 통해서 위치 공유 앱의 게임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게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게임적인 특성을 강

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위치 공유 앱에서 게임으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게임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였

다. 위치 공유 앱의 시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 유치를 위해서 게임적 기능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위치 공유 앱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험

방법을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의 사용 형태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에는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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