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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성 (usability)은 사용 의도 (usage intention)
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용 의도 
(usage intention)를 결정짓는 새로운 요소로서 재미 (fun to use)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Funology’라는 새로운 개념도 제시되었다. 재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재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히 정의
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들과 차이점을 살펴보거나 재미를 유발하는 몇몇 요소
들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재미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사용자들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 재미 (Fun),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 (HCI) 
 
 

1. 서론 
지난 몇 년 동안, 인간과 컴퓨터의 상

호 작용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분

야에서 사용성 (easy to use)은 사용 의도 

(usage intention)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이에 비

해서 재미 (Fun)와 같은 비실용적(non-

utilitarian)이고 유희적인 요소들은 무시되어 

왔다 (Shneiderman 2004). 

하지만, 최근에는 재미 (Fun), 즐거움 

(joy), 쾌락 (pleasure)과 같은 유희적인 요소

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Hassenzahl, 

Platz et al. 2000; Shneiderman 2004). ‘Funology’

라는 새로운 개념도 제시되었으며, 재미를 

사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lythe, 

Overbeeke et al. 2003).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컴퓨터 게

임과 같은 유희적인 서비스에서 재미 (Fun)

는 사용 의도 (usage intention)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Hoffman and Novak 

1996; Hassenzahl, Platz et al. 2000). 그러나 지

금까지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연구

들은 Csikszentmihalyi(1975)가 정의한 몰입 

경험 (Flow)을 사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왔다 (Ryan and 

Deci 2001). 자기 목적적 (autotelic) 활동을 

통해서 자기 실현감 (Self-realization)과 같은 

깊은 만족감을 얻는 심리적인 과정인 몰입 

경험 (Csikszentmihalyi 1997)과 재미를 비슷

한 개념으로 생각해 온 것이다 (Brandtzeg, 

Følstad et al. 2003; McCarthy and Wright 2003). 

기존에 재미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도 

재미를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즐거움, 쾌락, 

만족감과 비슷한 감정으로서 살펴보는데 그

치고 있다 (Blythe and Hassenzahl 2003; 

McCarthy and Wright 2003). 재미는 유희적인 

서비스에서 사용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되었지만, 재미가 무

엇이며, 사용자들이 어떻게 재미를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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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Carroll and Thomas 1988; Csikszentmihalyi 

1990; Norma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미란 무엇이며, 

컴퓨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언제 어떤 요소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에 재미에 대해서 연구

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나 서적들을 바탕

으로 재미의 정의와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

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관련 문헌은 전자 

저널에서 키워드 검색에 ‘Fun’, ‘재미’와 단

어들을 입력하여 찾았다. 하지만, 재미만을 

다룬 문헌은 부족했으므로, 재미와 관련된 

주제인 ‘놀이’ 또는 ‘유머’에 대한 문헌들도 

다음과 같이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

한 문헌들을 분야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1. 분야별 문헌 

분야 문헌 
재미(Fun) (Johnson 1999; Mueller, 

Agamanolis et al. 2003; 
Funk 2004; Shneiderman 
2004) 

유희적(Hedonic), 
익살스러운(Ludic) 

(Huizinga 1955; 
Hassenzahl 2002; Bigne, 
Andreua et al. 2005) 

놀이(Play) (Caillois 1961; Parker and 
Lepper 1992; Harris 
2000) 

경험(Experience) (Hoffman and Novak 
1996; Hoffman and 
Novak 1997; Searle 2000; 
Stelmaszewska, Fields et 
al. 2004) 

Funology (Blythe, Overbeeke et al. 
2003; Brandtzeg, Følstad 
et al. 2003; Hassenzahl 
2003; Karat and Karat 
2003; McCarthy and 
Wright 2003; Overbeeke, 

Djajadiningrat et al. 2003)
몰입(Flow) (Csikszentmihalyi 1975; 

Csikszentmihalyi 1990; 
Csikszentmihalyi 1997) 

각성(Arousal) & 
흥분(Excitement) 

(Griffiths and Dancaster 
1995; Chou and Ting 
2003; Danforth 2005) 

감정(Emotion)  (Boorstin 1990; Barrett 
and Russell 1999; 
Norman 2002; Russell 
2003; Norman 2004) 

상상력(imagination) (Csikszentmihalyi 1997; 
Harris 2000) 

행복(Happiness) (Ryan and Deci 2001) 

 

3. 분석 결과 
3.1. 재미의 정의 
사용자들에게 재미란 어떤 의미 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이 왜 재미를 

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 아이들은 

끊임없이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며 

어떤 순간에도 놀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렇게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힘 (Force)을 유희 충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충동이란, 내면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충족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에

너지를 획득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Reeve 1996). 따라서, 재미는 ‘유희 충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구되며 놀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유희 충동으로 인하여 재미라는 

에너지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재미

를 획득하기 위해서 놀이를 함으로써 결국 

재미라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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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미(에너지)를 얻는 과정 

 

재미라는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는 곧 놀이 활동이다. 고대부터 인간은 유

희 충동에 의해서 재미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놀이를 계속해왔다. 재미

라는 심리 에너지를 얻는 것은 놀이의 궁극

적인 목표이며, 재미는 곧 놀이의 본질이라

고 할 수 있다 (Huizinga 1955).  

이렇게 유희 충동으로 인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를 함으로써 재미라는 에너지

를 얻는 것은 역학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과 같다. 역학에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

법을 통해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

될 수 있으며, 변한 후 상태의 성질에 따라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으

로 이름이 붙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인간의 의식 및 감정의 

성질을 재미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다. 역

학에서 힘을 주어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림

으로써 위치 에너지를 얻듯이 놀이를 함으

로써 우리는 재미 에너지를 얻는다. 

 

3.2. 재미를 얻는 경험 
이 절에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

용에서 재미를 얻는 경험의 요소들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대

로 재미란, ‘유희 충동에 의해서 놀이를 함

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 에너지’로서, 재미를 

얻은 경험이란 유희 충동에 의해서 재미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놀이를 함으로

써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재미라는 심리 

에너지를 얻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경험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목표, 의

식 및 감정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은 경험의 내용을 좌우한다 

(Csikszentmihalyi 1997). 같은 제품이나 서비

스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

떤 의식 및 감정 상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

라서 경험의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Hassenzahl 2003) 목표, 의식 및 감정 상태

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목표는 

의식 상태에 의식 상태는 다시 감정 상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재미를 얻는 사용자 경험의 요소를 목

표, 의식 및 감정 상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자 한다. 

놀이 재미 

일(Work) 힘(Force) 

유희 충동 

에너지(Energy) 

목 표 

재미 

의식 상태 감정 상태 

 

그림 2. 경험의 구성 요소 

 

목표란, 사용자가 제품이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결과이

다 (Reeve 1996).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

는 목표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은 목표 지향

적 경험(Goal mode)과 활동지향적 (Action 

mode)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Hoffman 

and Novak 1997; Hassenzahl 2003).  

목표 지향적 (Goal mode, Goal-directed) 

경험이란, 명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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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험이다 

(Hoffman and Novak 1997; Hassenzahl 2003). 

상대방을 이기고 원하는 아이템을 얻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게임에 몰두

하는 경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1997; Hoffman and Novak 

1997).  

목표 지향적 경험을 할 때 사용자는 목

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용성 (easy to 

use)과 같은 실용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

긴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게임 속 상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재미는 무시되기 

쉽다. 목표를 성취한 뒤 즐거움이나 만족감

을 얻을 수는 있지만 활동 자체를 즐기며 

재미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활동 지향적 경험에서 사용자

는 사용성과 같은 실용적인 요소들보다는 

재미와 같은 유희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

긴다. 정해진 목표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활동 자체에서 재미를 얻고자 하는 유희 충

동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퀴즈 맞추기와 같

은 게임을 하거나 DMB 핸드폰으로 TV 프

로그램을 보는 경험이 있다. 이렇게 활동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유희 충동이 발현

되어 보다 쉽게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의식 및 감정 상태는 인간이 깨어 있어

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Searle 

2000). 다만, 의식은 경험의 인지적인 

(Cognitive) 측면을 구성하고 감정 (Emotion)

은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정서적인 측면

을 구성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Frith et al., 

1999). 따라서 의식 및 감정 상태는 사용자

의 주관적인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1997). 

사용자 경험의 인지적인 (Cognitive) 측

면을 구성하는 의식 상태는 지능이나 기억

력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감

각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사용자의 

목표나 의도에 따라서 순서화한다. 사용자

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의도에 따라서 경험

의 내용들을 질서 있게 배치하여 목표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

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지향적 경험에서 경

험의 내용은 의식에 따라서 질서를 갖추게 

된다 (Csikszentmihalyi 1997). 예를 들면, 상

대방을 이기고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서 게임을 할 때 의식은 하나의 목표에 집

중하며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

은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반면에 재미를 얻는 활동 지향적 경험

을 할 때의 의식 상태는 감각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갖

추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흥미에 따라서 처

리하게 된다. 이렇게 유동적인 의식 상태에

서 사용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을 즐

김으로써 보다 쉽게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자

체를 즐기게 되므로 감각체를 통해서 들어

오는 모든 자극에 보다 쉽게 반응하여 재미

를 얻을 수 있다.  

경험의 정서적인 측면인 감정 (Emotion)

은 경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경험의 내용

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감정은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활성화 (Activation)와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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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ctivation) 그리고 유쾌 (Pleasure)와 불쾌 

(Depleasure)로 아래 <그림 3>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Russell 2003). 

 

흥겨움은 본래 무엇인가를 특별히 바라

지 않고 대상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써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일본

의 흥겨움을 나타내는 ‘오카시 (をかし)’도 

대상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몰입 경험을 통해서는 

보다 높게 각성된 상태인 열정적 흥분을 느

낄 수 있다 (Griffiths and Dancaster 1995). 열

정적 흥분은 매우 강렬한 감정이므로 지나

치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목표에 중독이 

될 경우에는 긴장과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

다고 한다 (Csikszentmihalyi 1997; Danforth 

2005).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몰입할 경우 사용자는 피로

가 쌓이고 즐거움보다는 긴장과 불안을 느

끼게 될 수 있다. 

그림 3. 감정 분류 (Russell 2003) 

 

활성화 (Activation)로 비활성화 

(Deactivation)로 의식의 수준을 구분하는 기

준이 되는 각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의

식에 불균형과 긴장이 발생할 때 이를 줄이

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

다.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졸린 

상태보다는 외부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활발

하게 움직이는 활성화 상태에서 사용자는 

쉽게 재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목표에 집중한 몰입 경험에서는 감각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높은 활성화 상태가 되므로 재미를 

얻기 힘들다 (Bigne, Andreua et al. 2005). 

따라서, 재미는 적정하게 활성화된 상

태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그림 3>의 오

른쪽 상단 1/4 분 면에 표시되어 있는 신명

나는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외부의 다양

한 자극을 통해서 의식이 적정 수준으로 활

성화됨으로써 사용자는 지루함이나 무기력

함에서 벗어나 저절로 유쾌한 신명나는 기

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Shneiderman 

2004).  

활성화(Activation) 

긴장(tense) 

불안(jittery) 

혼란(upset) 

근심(distressed) 

느긋한(placid) 

차분한(calm) 

슬픔(sad) 

우울(gloomy) 
피곤(tired) 

무기력 

만족(contented) 

평안(serene) 

흥겨움(elated) 

행복함(happy) 

비활성화(Deactivation) 

열정(Ebullient) 

흥분(excited) 

유쾌 불쾌 

지금까지 살펴본 재미를 얻는 경험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사용자

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 보다는 활동 자체를 즐

김으로써 통일된 질서를 갖추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적정한 수준으로 활

성화되어 흥겨움이라는 유쾌한 감정을 느끼

는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재미 

질서 없음  흥겨움 

활동 지향적 

그림 4. 재미있는 사용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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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미를 얻는 경험의 조건 
사용자의 경험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심

리 상태뿐만 아니라, 컴퓨터와의 상호 작용

을 통해서 형성된다. (Hassenzahl 2003; 

Stelmaszewska, Fields et al. 2004).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용자가 재미를 얻는 경험을 하

기 위해서 컴퓨터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컴퓨터를 통해서 재미를 얻기 위

해서는 활동 그 자체를 즐기는 가상 및 역

할 (모방) 놀이의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가

상 및 역할 (모방) 놀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

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 체’하거

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으로서 

그 놀이의 대상은 상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Harris 2000). 

가상 및 역할 (모방) 놀이를 통해서 사

용자는 오직 활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으

므로 이들 놀이는 재미를 얻는 경험의 핵심 

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Harris 2000). 

가상 및 역할 (모방) 놀이는 고대부터 계속 

되어왔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즐기는 놀

이이다. 고대부터 계속 되어온 어릿광대의 

놀이나 할로윈과 같은 가면 축제 또는 TV

의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클럽 등에 영화 포스터

를 패러디한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활동 자

체를 즐기는 가상 및 역할 놀이의 예이다. 

재미 (Fun)라는 말도 본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흉내 내는 것’ 또는 

‘사람들을 골탕먹이고 (cheat) 바보 취급을 

하는 (befool) 것’을 의미한다 (Blythe and 

Hassenzahl 2003). 

이러한 가상 및 역할 (모방) 놀이를 통

해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모방의 대상과 

모방을 하고 있는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코미디언이 유명한 정치인을 

흉내 내거나 똑똑한 체하는 것을 보면서 재

미를 얻기 위해서는 코미디언과 코미디언이 

흉내 내는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상 및 역할 (모방)를 통해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 유희의 세계와 

실제 세상의 영역을 혼동하지 않는 진정한 

유희 정신이 필요하다 (Caillois 1961; Harris 

2000).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

면서 게임 속의 세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

지 못하여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

고 있다 (Griffiths and Dancaster 1995; Chou 

and Ting 2003). 이렇게 게임 속 세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 속 세상에만 

몰입하게 되면 더 이상 게임을 통해서 재미

를 얻을 수 없다.  

둘째,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서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식의 

질서를 흩트리고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자유로운 의식 상태를 만드는 새로운 요

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이미 익

숙해진 자극이 아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불러일으

켜 사용자의 의식 상태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Harris 2000; Norman 2004).  

사용자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 또는 

사용자의 의식에 있던 표상과 충돌 

(Conceptual Conflict)하는 새로운 외부 자극

들이 감각체를 통해서 전달되면, 맨 처음에 

사용자는 의심 (Doubt)이나 당황스러움 

(Perplexity), 갈등, 불일치, 부적절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나 당황스러움이 사

라지면서 사용자의 주의는 환기되고 의식은 

적정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호기심과 유희 

충동이 활발히 자극된다 (Brandtzeg, Følstad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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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던 사용자들도 몰입에서 

벗어나 주위의 자극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재

미를 얻을 수 있다. (Hassenzahl, Platz et al. 

2000; Brandtzeg, Følstad et al. 2003) 

셋째,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며 재

미를 얻고 흥겨움을 느끼도록 해주는 생생

함(vividness)이 필요하다. 흥겨움은 시각, 청

각, 촉각 등의 감각체를 통해서 본능적 

(visceral)이며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

정으로서 (Boorstin 1990), 본능적인 차원의 

물리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함은 사용자의 감각체를 총체적으

로 자극하여 사용자가 재미를 얻고 흥겨움

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나라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반짝이

며 강렬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고대에는 재미 (Fun)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Huizinga 1955).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

함을 흥겨움과 재미를 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생함은 피드백이나 보상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용자가 바꿀 수 없으며 스

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시스템이나 제품 스스로

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꽃놀이와 같이 스스로 변화하는 생생

한 자극들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

로도 사람들이 쉽게 재미를 얻고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Karat 

and Karat 2003; Overbeeke, Djajadiningrat et al. 

2003).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자들은 

플래시로 만든 감각적이며 생동감 있는 영

상을 지켜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재미를 느

낀다. 

재미 

 생생함 

놀이 경험 

상징적 요소 

새로운 요소

 

그림 5. 재미를 얻는 경험의 조건 

4. 결론 
본 연구는 재미를 ‘유희 충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구되며 놀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재미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의 요소와 조건들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미처 

다루지 않은 재미의 정의와 재미를 얻기 위

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

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재미와 비슷한 개

념으로 혼동되어온 몰입, 쾌락, 즐거움 등을 

재미와 구분하고 재미의 의의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 조사만을 실시

하여 실제적인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고찰에만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에는 본문에서 제시한 재

미를 얻는 경험의 조건들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으며, 사용자

의 재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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