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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IT강국답게 온라인 컨

텐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게

임을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 방송, 

음악, 교육, 포털 등 온라인 컨텐츠 산업이 이제

는 UCC, 블로그라는새로운컨텐츠장르까지선

보이면서 일반인들도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다(최용석 등, 2007). 이러한 인

터넷의 혁신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한 사용자들의

욕구로 게임시장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되었으며

특히, 게임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나의 존재와 능력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몰입하

도록 만들었다(오은해 등, 2009). 

국내의 온라인 게임 산업은 다른 인터넷 컨텐

츠 산업에 비하여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

어서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로는 우리나

라처럼 문화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키기에 적절하다는 점에서 기

존의 지역기반 게임 즉, 온라인 기능을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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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게임업소용게임 및비디오콘솔게임과기

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최용석 등, 

2008).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5)이 조사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게임관련 연구 148건 중 온라인 게

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2건으로 전체 35.1%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한 온라인 게임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게임의 역사가 짧아서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 자

료와 범위 역시 매우 제한된 형편이다(김태훈, 

2005). 또한 기존의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에 관

한 연구는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파악

그리고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서 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방안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학문적관점에서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연구가 요구된다(엄명용, 2010). 특히 온라

인 게임 이용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

어서 내재적 요인들과 기술적 요인들이 몰입, 만

족도, 재이용 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연구해 봄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자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영, 2010).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 관련 연구들은 내재적

동기 혹은 기술시스템의 단편적인 측면에서 사

용자들의 행태에 주된 연구 초점을두었다(문윤

지 등, 2010). 그러나이와같은 단편적인측면에

서온라인 게임과 관련된주요요인의영향력검

토는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없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은 일반 온라인 사이

트의 주요 요인들에서 추출된좀더 특별한 경우

로 생각될수 있다(박경자 등, 2011).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들의 내재적 동기와 기술

시스템의 다양한복합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웅규, 2011). 특히 몰입과같은 동기

적 요인들은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내재적 요인

및 기술 시스템 요인에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이와같은 요인의 영향

력 파악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행태 파악에

반드시필요한 부분이다(오은해 등, 2009). 따라

서내재적 동기 및기술시스템 요인을복합적으

로 고려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행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온라인 게임 연구 결과에많

은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특성

인숙련도, 도전감, 보상, 커뮤니티활동과 품질

특성인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

보품질이매개변수인몰입, 사용자만족도그리

고종속 변수인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몰입과 만족도가 온라인 게임 재

이용 의도의 선행 요인으로 인식되는가? 둘째, 

숙련도, 도전감, 보상 및커뮤니티활동과같은

게임 특성이 몰입의 선행 요인으로 인식되는가? 

셋째,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및

정보 품질과같은 품질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의

선행 요인으로 인식되는가? 로 나누어볼수 있

다.

이후논문의 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온라임게임, 몰입및품질특성과관련

된 기존 문헌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후 연구 모델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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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얻어진 연구 결과를밝혔다. 마지막으로 연

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

다.

Ⅱ.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최근들어 매우흥미롭게

진행되는 연구이다. Wan and Chiou(2006)는 온

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요

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

의 연구 결과 몰입과 중독의 인과관계에 있어, 

몰입은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이용자들은 온라인 게임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부정적으로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Rau and Yang(2006)은많은 온라인 게

임 이용자들이 게임시간을 조절하지못하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을

플로우 이론을 이용하여 전문 게이머와 초보 게

이머를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Hsu and Lu(2004)는 온라인 게임의 수용 요

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영향력과플로우

를 TAM이론과 접목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 이유들은 사회적 가시성, 

태도, 플로우 경험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김용영(2010)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만감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충만감

과 중독은 상호 배타적 구성 개념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적 상호작용은충만감과 중독모두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명용

(2010)은 문화 콘텐츠확산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도전감과숙련

도가플로우 및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리고궁극적으로 구전에 어떤영향을 미치는 지

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도전감과숙련도는플

로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관계 형성은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 동향을 감안하면 현재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많은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인 측

면과심리적인 측면의두가지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볼수 있다(이웅규 등, 2011). 기술

적인 측면의 연구들은컴퓨터 게임을효과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컴퓨터 게임을좀더 현실적으로 보여

주기위한 관련 기술들그리고게임속에 존재하

는여러 가지장치들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방

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또한심리적 측면의 연

구들은 온라인 게임의활성화와 관련된 동기적

요인 및 기술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

들이었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 자체를흥미롭게 즐기기

위한 수단을넘어, 온라인 게임과 현실 세계와의

연관성에 이르기까지 관심영역을확대하고 있

다(이연임 등, 2011). 온라인 게임을 실생활, 즉

오프라인 생활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이유는 온

라인 게임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즐기는 게임

이기도 하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온라

인 게임을 수행하면서얻은효과가 현실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윤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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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가령, 온라인 게임을통해얻어진협력적

학습능력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다룬

다든지, 온라인 게임을통해 실제 생활에서 의사

결정 능력과갈등조정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 또

는 온라인 게임을활용하여 집단간상호 작용과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민 등, 2010).

특히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연구들

은 온라인 게임 장르 중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라는 장

르에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양한 게임 장르 중

MMORPG라는 장르에 한정된 연구가 진행된

까닭은 MMORPG가 여러 장르 중독특한 성격

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

이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수가 있다

(이웅규 등, 2011). 그러나 디지털 게임은

MMORPG 하나의 장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

닌 여러 장르들을 포함하는 상위차원의 개념이

다. 따라서 MMORPG를 비롯한좀더 다양한 게

임 영역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와함께정보기술 이론 관점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게임에 관련된 연구들 중 한가지 부류는

전통적인 정보기술 수용이론인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게임의 수용 여부를 검증

하였다(이형용 등, 2009). 일반적으로 기술 수용

모형은정보기술이 자신이 하고자하는일에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사용자는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도구적 가치

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게임 그 자체에 가치를두

는 자기 이행적 가치(self-fulfilling)를 위해 온라

인 게임을 사용한다. 따라서 유용성과같이 도구

적가치에 관련된 변수는이론적으로볼때 온라

인 게임을 설명하는데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즐거움이나 플로우와 같

이 내재적 동기에 관련된 감성적 변수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상철등, 2003). 내재적

동기란어떤행동을 하는목적이행동그 자체에

있는 경우를말한다. 내재적 동기에 관련된 감성

적 변수는 자기 이행적 가치를 갖는 최근 정보

기술연구에서매우 중요한 변수로자리잡고있

다(박경자 등, 2011).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용목적 자체가 여가를위한것이기때문에사

용 의도나충성도와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변수들의 유효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

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2.2 몰입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측정변

수로써 만족감이라는 변수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만족감은 주어진 행

위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온라인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용자 행위를 설명하

지못하기 때문이다(Heijden, 2004). 만족을 대

신할수 있는구성개념인몰입은온라인 게임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사용자의 최적 경험을 설명

하는데 유용하다(Kim et al, 2005).  

Finneran and Zhang(2005)은 몰입은 최적 경

험으로 내재적 흥미, 호기심, 통제감, 주의집중

등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용

자가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호기심이 증

가함을 느끼면서 상호작용 자체에흥미를 느낄

때, 몰입현상이 나타난다. Choi and Kim(2004)

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몰입을통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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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형성하고 이는 차례로 지속적인 온라인 게

임 이용에 영향을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과

적으로, 온라인 게임활동에서 최적의 경험은 몰

입의심리적 상태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몰입은 스포츠, 쇼핑, 게임, 취미, 컴퓨터 사용

등많은 분야에 사용되었으며, 인간과컴퓨터간

의 상호작용을표현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주

지되어왔다(Wan and Chiou, 2006). 즉, 몰입이

란현재 경험을 가장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최적

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고도의창조성과 생산성을 가진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가명호 등, 2010). 사람들은 어떤경

험에 대해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상태를유지하고싶어하고, 만약몰입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경험이 지루

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평가를 하고, 현재 상

태를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인다(오은해 등, 

2009).  

Tatcher et al(2008)은 몰입과 관련된 연구들

을 분석한 후 몰입을 13개의 개념들로 재정의

하였는데 이 개념들은 몰입의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 및 몰입 상태와 관련된 변수들로 분류하였

다. 그들은 몰입의 선행요소로 기술, 도전감, 주

의 집중, 원격실재감, 상호 작용성과같은 요인

들로 나열하였다. Chen(2006)은 13개 몰입 개념

들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모

형의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

술과 도전감은 몰입의 주요 선행변수들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의 몰입에 영향

을 주는 변수로 디자인, 정보제공, 도구사용, 보

상, 동기, 사용시간들을 제시하였으며, 몰입과 만

족, 충성도간인과적 구조를 추가적으로밝혔다. 

이와함께선행 연구들(김용영, 2010; 오은해

등, 2009)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몰입 이론을 정

리하면서 모바일 게임과의 비교를통해 최적의

몰입상태를 모바일네트워크 게임에서 발견하고

모바일 환경에맞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재해

석하였다. 엄명용(2010)은 모바일 게임 사용의

도의 선행 요인으로 몰입을 정의하였다. 정보 기

술 수용 모형에 모바일 게임의 사용의도를접목

시켜모바일 게임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의 인과적 관계를 마케팅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태훈(2005)은 모바일 게임의 고객 만족과 구

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몰입을 분석하였

는데, 여기서 몰입은 만족도와 구매 의도 또는

재구매 의도에 모두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2.3 품질특성  

정보 시스템과 전자상거래관련 연구에 따르

면, 정보 시스템 품질은 온라인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온라인 성공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Wan and Chiou, 2006).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정보 시스템 품질은 성공

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인터넷 쇼핑

몰에서 정보 시스템 품질은 신뢰도를 높이고, 사

용자의 만족도와충성도를 향상시키며, 정보 시

스템품질 중서비스품질은인터넷쇼핑몰을반

복적으로 방문하게 하고 고객의충성도를 높인

다(최용석 등, 2008).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웹사이트

에대한 연구들에 있어서품질특성은고객만족

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품질 요인으로

는 속도, 디자인, 정보품질, 사용편리성 등을 들

고 있다(Lennart and Craig, 2008). 물론 게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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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경우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다른 관점에서 측정되어

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시스템과 정보의 품질측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형이 정립된 상황이나,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품질 측정 모형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 특성을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사이트특성을 반영할 수있는다차원적품

질 측정 방법 예를 들면, 시스템, 정보, 서비스, 

흥미라는네가지 측면에서 품질 요소에 대한 검

토는 유의한 의미를 지닌다고볼수 있다(이형용

등, 2009).

시스템 품질은 정보 시스템 자체의 품질을 의

미하며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오래동안 중요하

게 다루어져왔다. Jarvenpaa and Todd(1997)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의 성공들을 고찰하면서 시

스템 성공평가를 위한항목을 도출하여 체계적

으로 정리하였다. Jung et al(2009)은 개선된 시

스템의 성공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은 시

스템 품질에 오류의 존재여부, 사용자 인터페이

스와 일관성, 사용의 용이성, 문서의 품질, 프로

그램 코드의 품질과 유지를 포함하였다. 

정보 품질은 정보 시스템의 결과물인 정보와

컨텐츠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며 정보 품질을 적

절성, 적시성, 정확성의 세가지 항목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제시하였다(최용석 등, 2008). 서비

스 품질은 온라인 운영자가 사용자의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활동에 대한 품질

이다. Hsu and Lu(2004)는 반응성, 확신, 지속적

서비스를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Pace(2004)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구조적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견고성, 편의성, 

흥미성을 하위 항목으로 이용하였다. 

흥미 품질은 인간과컴퓨터의 상호 작용을묘

사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Koufaris(2002)는흥

미 품질을 본질적 재미, 인지된 조절, 주의 집중

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본질적 재미는 온라인 사

용에대해 양의 영향을미치고온라인고객의재

방문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

는 고객 만족이 온라인을 통해 얻게 되는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상품획득에따른 개인

적, 감정적 보답에도 기인함에 초점을맞추었다.

온라인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인터넷 환경

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 품질을 동일하

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터넷 서비스

도무형의 서비스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서비스품질 요인인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의 특징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성언, 2008).  

문윤지 등(2010)은 온라인 서비스품질을 기존의

서비스 품질과 별도로 규명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비스 품질 특성이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적용

될수 있는지를살펴봄으로서 서비스 유형에 따

른 서비스 품질에 대한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온라인평가 모형에 대한 포괄적

인평가요인은 게임제공 사이트 중심이 아닌 온

라인에 대한 전반적평가를 위한프레임웍을 이

용할 수 있을것이다(엄명용, 2010). 따라서 게임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에 대해 단순히 결과적인

측면만을평가하는 것은 게임 콘텐츠의 공급자

와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융합된

프로세스에 대한평가가누락되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이형용 등, 2009). 이러한 한계

점을 고려해볼때 현재까지 선행되었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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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순히 온라인 사이트

의 구성요소만 고려할뿐이지 게임 콘텐츠 자체

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평가 모델에 반영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Ⅲ. 연구모형구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구축

온라인 게임은 게임이라는 가상 사회의 문제

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협력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

문에, 전자상거래의 요인과는 다른 결정요인들

을 가지고 있다(오은해 등, 2009). 일반적으로전

자상거래및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 요인으로많

이쓰이는 요인들은 제품 인식측면, 쇼핑 경험

측면, 고객서비스 측면, 인지된 위험측면의 요

인들로 분류해볼수 있다(박경자 등, 2011). 그

러나 온라인 게임에서는 즐거움, 도전감, 보상과

같은 내재적 동기들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이와같은 개인적 특성들

은 몰입이라는충만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

존에 쇼핑몰의 품질 특성으로 이용되는 시스템

품질, 서비스품질및흥미품질과같은요인들도

게임사이트에적용될수있을것이며, 이들시스

템특성들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 고객만족을 유

도할수있을것이다. 특히시스템품질은정보시

스템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인이며 이러한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대부분 게임사이트 이용의 초기 단계에서

는보안과 관련된 요인이중요한관심사가될수

있으나, 이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스템 품질

과같은사용용이성이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 게임 관련 연구들은숙련도, 

도전감, 보상 및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과 게임 특성 그리고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및 정보 품질과같은 시스템 특

성들의복합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는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엄명용 등, 2010). 특히 개인적특

성들과 시스템 특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게임

환경에서 이와같은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의 검

증은좀더 실질적인 게임 환경을 이해하는데많

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독립변수로숙련도, 

도전감, 보상 및커뮤니티활동의 개인적 특성 그

리고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및

정보 품질의 시스템 특성을 설정하였으며, 매개

변수로 몰입과 만족도 그리고종속 변수로 재이

용 의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몰입의 선행변수로숙련도, 도전감, 보상, 커뮤니

티활동의 개인적 특성관련 변수들을 설정하고, 

만족도의선행 변수로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의 시스템 특성관련 변수들

을설정하고, 매개변수인몰입및만족도와종속

변수인 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연

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몰입은 개인적 특성

들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와같은 요인은 만족도

와같은 시스템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울러 재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즉 몰입은 만족도와같은 매개변수

들을통해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재이용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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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인게임 재이용 의도와관련하여기존의선행연

구들은 게임의 몰입경험만을 가지고 재이용 의

도를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함께만

족도가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

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림 1>에 연구

모형을 나타내었다. 

3.2 가설설정

몰입은 도전감과 숙련도라는 두가지 선행요

인에의하여설명될수있는데, 도전감은컴퓨터

를 매개로 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가능한 행위

에 대한 기회로서 정의될수 있고, 숙련도는 인

터넷 사용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숙달된 능력이

라 정의할 수 있다(김용영, 2010; Pace, 2004). 

숙련도와 도전감은 직접적으로 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최적 경험에 대한 몰입 모

형을 보면 몰입은 행위자가 도전감과숙련도간

동등한 조화를 지각한 경우 일어나는 것임을알

수 있고, 개인의 숙련도와 도전감을 몰입(flow)

의 가장 중요한예측변수로 주장하고 있다(박경

자 등, 2011). 이런요인들에 대해 개인 특성이

몰입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H1, H2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숙련도는게임사용자의 몰입에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도전감은게임사용자의 몰입에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보상이란게임 특성은 게임에서 사용자가 어

떤 행동을 취했을 때 온라인 게임이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김성언, 

2008). 최동성 등(2001)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자가어떤행동을취했을때적절한보상이 제공

되고 아울러 시스템과 어떤상호 작용이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보상을통

해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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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가설 H3을 설정하였다.

H3: 보상은 게임사용자의몰입에정(+)의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을통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및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커뮤니티

구축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Jung et al(2009)은

정보몰(information mall)의 개념을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물리적, 경제적, 기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en(2006)은

가상 공동체를통한 고객과의 관계 구축의 중요

성을 지적하면서 기업은 온라인커뮤니티를통

하여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함께온라인커뮤니티이용

자가커뮤니티비이용자에 비해 구매율, 재방문,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남을 검증하여커뮤니

티활동의기업적가치를입증한바도있다. 커뮤

니티의 개념또한 인터넷과 정보기술 등의 발달

로더 이상지리적인장소의개념에국한되지않

게 되었고, 이와함께소비자 행동 이해의 분석

수준은 개인뿐아니라 공동소비 주체로서커뮤

니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비자들은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의목소리를 높이고 정보화의 사

회적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차별화된 개별소비자가 아닌 집단으로서 공유

된 의식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커뮤니티를 구

성 및 관리함으로써 고객기반을확장할 수 있고

비용과효과측면에서 보다효율적일수있게되

었다(문윤지 등, 2010; 박경자 등, 2011). 강성민

등(2010)에 따르면 소비자들은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긍정적인 태도로평가

하기를바라고있다. 이와같은논리에따라커뮤

니티활동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다음과같이 가설 H4를 설정하였

다. 

H4: 커뮤니티활동은 게임사용자의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시스템의 특성이 사용자 만족에 어떤영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및

정보 품질로 분류하고 사용자 만족과 관련하여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

목적중 하나이다. 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 이

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필수항목이며 이러

한 기본적인 시스템 품질에 대한충족이없으면

사용자 만족을 기대하기힘들다. 게임사이트 이

용의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에 대한 보안이 중요

한 관심사가될수 있으나, 이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스템 품질과같은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될것이다. 기존 선행연구

들(오은해 등, 2009; 최용석 등, 2008)에서는 사

이트의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양의 영향

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와같은이론

적 배경에근거하여 다음과같은 가설 H5를 설

정하였다.

H5: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게임 사이트와같은 온라인 사이트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되어 시스템의 정보와같은 결과물

에 대한 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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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의판매상

품을통한 차별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명호 등(2010)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서비

스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는바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배경

을바탕으로 다음과같이 가설H6을 설정하였다. 

H6: 서비스 품질은사용자만족에정(+)의영향

을 미칠 것이다.

게임 사이트와같은 온라인웹사이트의흥미

품질은 재미있고 집중을 유발하는 요소를많이

가지고 있고웹사이트를통해서 사용자의 경험

에영향을 주어 만족을이끌어내고결국에는사

용자의 재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Tatcher et al, 2008). 특히, 온라인 고객은 오

프라인 고객에 비해홍보와 관련되어 더욱많은

영향력을가질수 있으며짧은집중시간을 요구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흥미로운 품질들은 사용자의 집중에 영

향을주고 이와같은집중은사용자만족에 영향

을 미칠수 있다(엄명용, 2010). 따라서 이와같

은 연구 배경을바탕으로 다음과같이 가설 H7

을 설정하였다.

H7: 흥미품질은사용자 만족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결과인 정보와 컨텐츠의 품질은 사용자의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확인되었다(최

용석 등, 2008). 온라인웹사이트평가와 관련된

연구들(Javenpaa and Todd, 1997; Chen, 2006)

에서도 이와같은 관계가 일관되게 증명되고 있

으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풍부하고충

실한 정보를 이용해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때,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같은 이론적 배경을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H8을 설정하였다. 

H8: 정보품질은사용자 만족에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은해 등(2009)은 고객의 몰입 경험을통하

여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험을통해 자신이 몰입 상태

에머물고 있는지평가여부에 따라 자신이 경험

한 내용에 만족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용영(2010)은 정보 기술에서 몰입 요인

이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바있다. 개인들은 온라인 사이트와같은 새로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 몰입을 높이 지각할수

록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기쉬운 것으로평가

하고이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높은것으로볼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H9와 H10을 설정하였다.

H9: 몰입은 사용자만족에정(+)의영향을미칠

것이다.
H10: 몰입은 재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온라인 사이트와같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사

용자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준다

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확인되고 있다(가명호

등, 2010). 이와함께온라인 사이트평가분야에

서도 사용자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



온라인 게임사이트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83 -

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최용석 등, 

2008). Koufaris(2002)는 고객만족을 만족 수준

에 따라완전 만족과 잠재적 만족으로 구분하고, 

이들과 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

구결과완전 만족은충성도에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같은긍정적인 관

계가 잠재적 만족과 재이용 의도간긍정적인 관

계보다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

을 대상으로 한연구들(강성민등, 2010; Till and 

Baack, 2005)에서도 고객의 만족 정도가 재이용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

객만족이 재이용 의도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과 재이용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몇몇 연구에

서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만족과 재이용의도 관

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고객

의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충성의 기간이다. 박경

자 등(2011)은충성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만

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만족의 정도가낮더라도충성의

기간이클경우에는 재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같은 이론적 배경을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 H11을 설정하였다.

H11: 사용자의 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조작적 정의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에 나타난주요 변수

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

된측정 도구를 기반으로본연구에맞게 수정하

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우선 설문자

들의 인적 구성 파악을 위해 응답자의 인적사항

관련 4개 문항, 응답자의 게임관련 일반적인 문

항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본 연

구의 결정 요인들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는데, 먼

저독립변수인숙련도, 도전감, 보상, 커뮤니티

활동,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의 8개 변수로 구성하였고, 매개 변수로 설

정된 몰입과 만족도 2개변수로, 마지막으로종속

변수인 재이용 의도로 구성하였다.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들에조작적 정의를 <표 2>

에 나타내었으며 설문지 문항을 <부 록>에 나타

내었다. 

최종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 조사는 K대학교 대학원생 및 학

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게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Pilot설문에 응답한 47명의 사람을 대상

으로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 본연구의결정변

수들을평가하였으며, 이와함께기존문헌, 인터

뷰를통해얻어진 의견등을바탕으로 하여 ‘7점

Likert'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사전에 설문 조사의목적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설문항목에 대한 이해도

와 응답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데노력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0년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23일간에거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자를 직접방문하여 연구의목적과 설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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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개 념 선행연구자 문항수

응답자

특성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2

온라인

게임 일반

게임 사용시간, 게임사용 비용

게임 이용장소, 게임장르
5

독

립

변

수

숙련도

능숙한 게임

플레이, 능숙한

게임 사용 가능도

․주어진상황에대한도전감, 주어진과제를해

낼수 있는 능력

Pace(2004)
김용영(2010) 4

도전감

온라인 게임내

도전, 온라인

게임내 목표

․게임사용자가 느끼는 노력의 정도

․목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Pace(2004)
박경자 등(2011) 5

보상

온라인 게임

사용시 보상 유무

보상의 적절성

․게임사용자의 목표 달성시 주어지는 보상
김성언(2008)

이연임 등(2010) 4

커뮤

니티

활동

소모임 구성

유무, 의견교환의

적절한 방법

․커뮤니티활동으로 원하는 정보나 가치의 제

공 정도

․원하는 정보검색의 용이성 정도

강성민 등(2010)
박졍자 등(2011)
Jung et al(2009)

4

시스템

품질

속도, 접속성, 
보안

․게임 사용시 느껴지는 속도, 접속성, 보안요

소, 안전성 정도

오은해 등(2009)
최영석 등(2009) 5

서비스

품질

관리자의 빠른

답변, 연락방법

서비스 신뢰도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신속한 응답

․끊임없는지원으로사용자로하여금해당게임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유도

가명호 등(2010)
최영석 등(2009) 4

흥미

품질

흥미요소, 즐거움
요소, 흥분 유발

․게임사용자의흥미, 흥분, 즐거움을유발할수

있는 정도

엄명용(2010)
Tatcher et al

(2008)
5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Windows용 SPSS 14.0 와 AMOS 7.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크

론바하알파(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그리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요인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였다.

Ⅴ. 분석 결과
5.1 응답자들의 인적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온라인 게임에

친숙한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는직접면접을통해총 430부가배부하여 402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온라인 게임 사용

경험이없는 사용자와불성실한 응답자, 결손값

을제외하고총 378부를최종분석에이용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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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

게임사용 정보의

정확성, 
미디어활용여부, 
정보의 적절성

․게임 사용시 정보의 유용성 및

개인화, 지속적 업데이트, 정확성

최용석 등(2008)
Chen(2006) 6

매

개

변

수

몰입
흥미, 재미, 
즐거움

․사용자가 사이트와 관계에 대한 유지

노력정도

․사용자가 사이트에 대한 관여 정도

오은해 등(2009)
이웅규(2011) 4

만족 충족성, 성과

․인지적 판단으로서의 충족상태가 정서적 판

단으로서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되거나, 제공

되었는가에 대한 판단

김용영(2011)
박경자 등(2011) 4

종속

변수

재이용

의도

추천유무, 
지속적 이용

․온라인 게임사이트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지

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가명호(2010)
이연임 등(2010) 4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빈도 분석을 실시하는데 응답자의 인

구통계적 특성을 <표 3>에 나타내었다. 응답자

의 성별은남성 36%인 136명이며, 여성 64.0%

인 24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19～

24세 65.3%인 247명, 13～18세 19.8%, 25～30

세 11.9%로 나타났고, 게임 장소로는 집에서 이

용한다라는 응답이 69.3%인 262명 PC방에서

이용한다가 28.0%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

용 시간으로는 1시간 정도 이용한다가 전체의

42.3%인 160명, 2시간정도는 27.8%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게임 사용시 지불금액을

묻는 문항에서는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9.7%인 188명으로 나타났고 1천원～5

천원을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14.8%, 1만원～3

만원을 사용한다라는 의견이 11.4%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게임장르를묻는 문항에서는액

션게임이 49.7%인 188명 시뮬레이션게임과

RPG 게임이 각각 13.5%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들의 인적특성

항 목 빈 도 비율(%)

성별
남성 136 36.0
여성 242 64.0

나이

13～18세 75 19.8
19～24세 247 65.3
25～30세 45 11.9
31～36세 6 1.6
37세이상 5 1.3

 

게임장소

집 262 69.3
PC방 106 28.0

학교/사무실 8 2.1
기타 2 0.5
거의안함 27 7.1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30분 가량 38 10.1
1시간정도 160 42.3
2시간정도 105 27.8
3시간정도 28 7.4
5시간이상 20 5.3

온라인

게임

지불비용

없음 188 49.7
1천원미만 29 7.7
1～5천원 56 14.8

5천원～만원 24 6.3
1～3만원 43 11.4
3～5만원 20 5.3
5～10만원 9 2.4
10만원이상 9 2.4

온라인

게임장르

액션게임 188 49.7
시뮬레이션게

임
51 13.5

RPG게임 51 13.5
기타 88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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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한다. 탐색

적 요인분석을위하여 SPSS를이용하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추출 방

법을 이용하였고, 요인 회전 방법은 직교 회전

방식의 하나인 Varimax회전을 수행하였으며, 

요인 분석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

량이 0.5미만인 항목은 제외시켰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

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

기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Nunally(1978)

는탐색적인 연구에서는알파값이 0.60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모형에서독립변수인숙련도, 도전

감, 보상, 커뮤니티 활동,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8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와같이숙련도의

4개 항목 중 3개 문항, 도전감에 대해서는 5개

항목중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보상항목에서

는 4개 문항모두가 포함되었고, 커뮤니티활동

에서는 4개항목중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시

스템 품질에서는 5개 문항중 3개, 서비스 품질

에서는 4개항목중 3개, 흥미 품질에서는 5개의

항목중 4개, 정보 품질은 6개항목중 4개항목

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독립변

수들은숙련도, 도전감, 보상, 커뮤니티활동, 시

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

8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8개 요인 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 나와 측정 도

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매개 변수와종속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바와같이 매개 변수 및종속

변수들의 요인 분석 결과, 몰입, 만족도, 재이용

의도와 같은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몰입의

4개 설문문항모두가 포함되었고, 만족도 4개 설

문문항중 3개가 포함되었고, 재이용의도에속한

4개 설문문항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개 요인 모두 Cronbach alpha값이

0.7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에 문제가없

음을 보여주고 있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측정

항목들이 이론적으로 연관된 구성 개념을 제대

로 측정하는지를평가하는 것으로각구성 개념

에 대한평균분산 추출(AVE)의 제곱근과 다른

구성 개념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Chau, 1998). <표 6>과 <표 7>에서

대각선으로 나타난값이 AVE값인데, 보는바와

같이 모든상관 계수는 AVE의 제곱근보다 작음

을알수 있다. 따라서독립변수, 매개 변수 및

종속 변수들과 관련된 모든항목들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단일 차원성이 검증되었고 가설 검

증을 위한 추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모형은 11개의 주요 변수 즉, 숙련

도, 도전감, 보상, 커뮤니티 활동,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 몰입, 만족, 

재이용 의도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에 대해판별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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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통해 요인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

다. 이와같은 분석을통하여 가설 검증을 위한

추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델에

설정된 가설에 대해 구조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의 타당성와 관련

된 통계값들을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4> 독립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변수
명칭

요 인

1 2 3 4 5 6 7 8

숙련도

(skill)

SK7 .212 .303 .292 .402 .303 .713 .142 .240
SK9 .102 .121 .241 .087 .298 .830 .065 .187
SK10 .243 .099 .087 .006 .064 .776 .329 .065

도전감

(challenge)

CH11 .714 .231 .008 .383 .174 .202 .213 .176
CH12 .727 .123 .292 .211 .120 .142 .187 .098
CH13 .757 .241 .312 .123 .076 .233 .087 .276
CH15 .684 .087 .083 .076 .043 .028 .056 .366

보상

(reward)

R16 .352 .201 .744 .218 .164 .162 .198 .176
R17 .076 .121 .824 .309 .209 .252 .287 .287
R18 .101 .342 .797 .087 .064 .087 .098 .065
R19 .202 .121 .816 .187 .006 .046 .106 .087

커뮤니티활동

(community)

CO20 .221 .231 .192 .265 .790 .106 .276 .187
CO21 .101 .174 .263 .087 .805 .187 .197 .154
CO23 .098 .046 .152 .342 .700 .076 .054 .098

시스템품질

(system

quality)

SYS25 .341 .031 .203 .286 .202 .046 .709 .088
SYS26 .099 .231 .321 .154 .192 .023 .708 .287

SYS27 .093 .192 .019 .102 .034 .342 .663 .043

서비스품질

(service

quality)

SER29 .102 .241 .102 .232 .047 .023 .247 .811
SER30 .201 .311 .273 .167 .003 .162 .187 .822

SER31 .398 .271 .311 .047 .142 .222 .056 .736

흥미품질

(interest

quality)

INT33 .221 .801 .266 .064 .304 .132 .376 .403
INT34 .129 .827 .192 .154 .299 .016 .065 .097
INT35 .187 .841 .084 .177 .032 .112 .096 .034
INT36 .019 .767 .173 .034 .028 .233 .109 .076

정보품질

(information

qualty)

INF39 .125 .272 .293 .739 .182 .112 .024 .165
INF40 .265 .182 .182 .716 .065 .046 .354 .206

INF41 .291 .292 .164 .732 .203 .087 .137 .211

Eigen-value 3.331 3.268 3.258 3.240 2.885 2.779 2.418 2.310
설명분산(%) 9.796 9.610 9.582 9.530 8.486 8.175 7.113 6.794
누적분산(%) 9.796 19.406 28.989 38.518 47.004 55.179 62.292 69.087
Cronbrach Alpha .857 .907 .906 .775 .858 .839 .657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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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 문 내 용 요 인

변수명 변수명칭 1 2 3

몰입

(flow)

FL44 .344 .743 .298

FL45 .097 .810 .076

FL46 .065 .746 .187

FL47 .085 .784 .043

만족도

(satisfaction)

SA48 .132 .117 .818

SA49 .107 .198 .758

SA50 .076 .276 .709

재이용의도

(reuse)

RE52 .734 .301 .054

RE53 .780 .084 .017

RE54 .765 .057 .198

RE55 .777 .127 .056

Eigen-value 3.429 2.909 2.486

설명분산(%) 28.576 24.245 20.718

누적분산(%) 28.576 52.821 73.538

Cronbrach Alpha .887 .858 .835

<표 6> 독립변수들에 대한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평균 분산
복합

신뢰도
SK CH R CO SYS SER INT INF

 SK 3.54 0.48 0.84 0.69

 CH 3.38 0.59 0.88 0.19 0.71

 R 3.45 0.64 0.88 0.26 0.23 0.62

 CO 3.36 0.69 0.78 0.07 0.21 0.36 0.60

 SYS 3.28 0.56 0.84 0.05 0.08 0.29 0.17 0.61

 SER 3.47 0.70 0.82 0.29 0.32 0.40 0.25 0.26 0.68

 INT 3.32 0.64 0.78 0.30 0.28 0.18 0.39 0.19 0.18 0.66

 INF 3.41 0.68 0.81 0.16 0.09 0.23 0.08 0.37 0.29 0.37 0.59

주)대각선의 값은 AVE값을 나타내며 그 외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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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들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복합

신뢰도
FL SA RE

  FL   3.76   0.68   0.87    0.69

  SA   3.59   0.65   0.85    0.19   0.65

  RE   3.66   0.59   0.84    0.28   0.31   0.68

주)대각선의 값은 AVE값을 나타내며 그 외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임

<표 8>에나타난전반적인모형의검증결과를

살펴보면, χ2=1234.497, df=626, χ2
에 대한 p값

=0.000, GFI=0.853, AGFI=0.826, CFI=0.932, 

RMR=0.162, NFI=0.871, TLI=0.923, 

RMSEA=0.051로 나타났다. <표 8>과같이 전반

적인적합도지수중 GFI는기준치인 0.90을약간

미달하고있다. 그러나자유도를고려한수정 GFI

의값인 AGFI는기준치인 0.80을상회하고있고, 

CFI값과 RMSEA값이 모두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을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대체로 연구모형은 수용할만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표 8> 구조적 분석관련 적합도지수

적합도지수 평가기준 모형적합도 결과

자유도(df) 모수가 추정된 다음의 이용

가능한 정보 단위수
626

카이자승통계량 - 1234.497

유의 확률(p값) p>0.05이상 0.00

χ2 / df <3.0 1.972

적합도 지수(GFI) >0.9 우수, >0.8 양호 0.853

조정 적합도 지수(AGFI) >0.8 0.826

원소간 평균차이(RMR) 최소값 0.162

표준적합지수(NFI) >0.9 0.871

Tucker-Lweis 지수(TLI) >0.9 0.923

비교부합지수(CFI) >0.9 0.932

증분적합지수(IFI) 1에 가까울수록 양호 0.932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1채택, <0.05 최적 0.051

가설 검증은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통해 이

루어지게 되는데, 경로 계수의통계적 유의수준

은 기각비(C.R.: t-value)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기각비는 신뢰수준 95%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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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69
1.095

1.046
1.249
1.011
1.00

1.00
1 .174
1.143
1.001

1.262
1.269
1.00

1.00
1.591

1.114

0.863
1.153
1 .00

1.00
0.993
1.008
0.869

1.105

0.995
1.00

1.00

1.00

1.012 0.875 1.019

1.104

0.913

1.079

1.00
1.284 1.204

0.388 *

0.357 *

0.609 *
-0.150

0.030

0.041

0.373 *

0.287 *

0.298 *
0.237

0 .109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재사용의도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몰입 0.381 0.357 0.024

만족 0.609 0.609 -

<표 9> 내생 요인들간의 직·간접효과 분석

는 1.960을 기준으로 기각 여부를 검증하였다. 

유의수준 0.05에서각경로에 대한 경로계수 및

유의유무를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표 9>는

내생 요인들간의총효과와 직·간접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 <표 10>은 이와 같은 구조 방정식

분석결과를기준으로 하여 연구가설에대한채

택 여부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H1은채택되었으며숙련

도는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라인의 게임의숙련도는 개인의 정보 기술 능력

및 게임 사이트의 인터페이스 설계와 깊은 관련

이 있다. 즉 개인의 정보 기술 능력이 높을수록

게임 숙련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

사이트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익숙할수록 게임

숙련도가 증가하고 게임 사이트에 몰입하게 되

며 결과적으로 이와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 김용영(2010)에 따르면숙련도는 온

라인 게임을 수행하는 이용자의 역량으로,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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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가설 내용 채택여부

H1 숙련도는 게임사용자의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도전감은 게임사용자의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 보상은 게임사용자의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4 커뮤니티활동은 게임사용자의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시스템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6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7 흥미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8 정보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9 몰입은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0 몰입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1 사용자의 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표 10> 연구가설의 채택여부

도가 어느 수준을넘어서면 사람들은충만 상태

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서는숙련도가충만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같은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H2와 가설H3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게임 사이트에 대한도전감과보상은게임사

이트의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전감과 보상은 동기적 요인으로

써다른 결정변수를경유하여몰입에영향을미

칠수 있다. 특히 도전감은 정보기술관련 연구들

(김용영, 2010: 박경자 등, 2011)에서 동기적 선

행 변수로써 몰입에 보다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는연구결과가도출된바있으며, 따라서본연구

에서 도전감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연구가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박경자 등(2011)에서언급된 것처럼

적용되는 정보 기술 분야에 따라 도전감과 보상

이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있을수 있다

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설H4는채택되었으며 따라서커뮤니티활

동은게임 사용자의 몰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활동은 전

자상거래시스템에서 소모임 구성 및 다른 이용

자들과의 의사교환에 매우긴요한 요인이다(강

성민등, 2010). 특히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시스

템에서 이용자들은커뮤니티활동을통하여 전

자상거래시스템의충성도를 증대시킬수 있고

이와같은 의미에서커뮤니티활동은 매우 유용

한결정요인으로고려될수있으며본연구결과

도 이와같은 내용을뒷받침한다고볼수 있다.

가설H5, 가설H6 및 가설H7은 모두기각되었

다. 즉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및흥미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스템 품질, 서비스품질 및흥미

품질은 게임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요

소이다. 이와같은 결과의 한가지 이유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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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게임 사이트들은 이와같은 인터페이

스 요소들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고 이

와함께사용자들도 이미여러종류의게임 사이

트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인터페이

스 요소들에 의해 만족도가별다른 영향을받지

않는 것으로볼수 있다. 선행연구들(박경자 등, 

2011; 이연임 등, 2010)에언급된 것처럼 일반적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품질 측정 방법은 어느

정도 모형이 정립된 상황이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사이트의품질 측정모형은아직미흡한상

태이며 따라서 정보 시스템 측정 방법을바탕으

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차원적 품질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한다. 이

와같은 측면에서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및

흥미 품질과 관련된 가설들이 기각된 것은 이에

대한 다양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야함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H8은채택되었으며 따라서 정보 품질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게임사이트의정보품질은게임사이트정보

의 명확성, 이해용이성 및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

들로써 이와같은 요인들은 게임 사이트의 이용

용이성과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정보 시스

템의 이용 만족도는 시스템의 이용용이성과밀

접한 관련이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Till and Baack(2005)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콘텐츠 요인으로서

도전성과 몰입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게

임의 사회적 컨텐츠 요인으로서 사회적 상호 작

용성, 그리고 온라인 게임 시스템 품질 요인으로

서 편리성과 응답성이 주요 변수임을 실증적으

로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컨텐츠 요인

의영향력은본 연구결과와어느정도 일치한다

고볼수있으나, 품질요인의영향력은본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H9와 가설H10은 채택되었으며 따라서

몰입은 사용자만족과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은 신뢰와 비슷

하게 사람들간오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필수

적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Koufaris(2002)

는플로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본질적 재미, 지

각된 조절, 주의집중으로 구분하고 이중 본질적

재미는 온라인이용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게임에 몰입할

수록 디지털게임의 사용의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와함께고객몰입은 장기적애호도나 헌신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게임 사

이트에서 사용자 몰입은 사용자 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설H11은채택되었으며 사용자 만족은 재이

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 이용에서 사용

자만족은 재이용 의도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게임 사이트와 같은

혁신적인 정보 기술 분야에서 사용자 만족은 고

객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밝혀

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미치는본 연구결과와어느정도 일치하

는 것으로볼수 있다. 특히 선행 연구들(엄명용, 

2010; 최용석 등, 2008)처럼 온라인 게임 소비자

들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게임 미션을 분

명히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소비

자가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한

다. 또한 소비자가 기본적인 게임 운영에 관한

학습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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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논문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결정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들을 내재적 차원과 품질 차원에서 분

리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된 결

정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서비스와 관련된 내재적 요인과 품질요인의

체계적평가를 위한프레임웍을 개발하여 제시

함으로써 온라인 게임 서비스 품질관리 및효과

적인고객대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기초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숙련도, 커

뮤니티활동 및 정보품질과같은 요인들에 대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몰입 및사용자만족과같은매개적요인의중

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 론
6.1 결과분석토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온라인 게

임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재이용 의도를 높이기

위한방법으로첫째, 동기적요인인숙련도, 도전

감, 보상, 커뮤니티활동이몰입에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둘째, 품질 요인인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이 사용

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정변수들이 매개 변수

인 몰입과 사용자 만족을 경유하여 재이용 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재이용 의도를 향상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

여 결정 요인의 배경이무엇이고 사용자의 몰입

과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 관점에서접근하려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목적은 온라인 게임의 재이용 의도

에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대한실증적 모델

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은 온라인

게임의 이용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새로운 차원

을제시할뿐만 아니라온라인게임을평가할때

이용되는평가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연구 모형의 검증과 가설 검증에 따른 실증적

인 연구의 시사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게임의이용에중요한구성요소

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온라인 게임의독립변수

8개 변수들에 대한탐색적 요인 분석을통하여

공통성이 떨어지는 측정 항목들을 제거하였다. 

공통성이 미흡한항목들을 제거한 후판별타당

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변수들은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향후 연구에도 보

다의미 있는측정변수로사용될수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둘째, 매개 변수인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요인은숙련도였으며 그다음으로는커뮤니티

활동의순서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 품질로 나타났다. 이

와같은 사실은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숙련도가

증가하게 되며, 또한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커뮤니티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온라인 게임 회사

에서 게임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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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결정 요인들의 중요성을 고려해야한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게임사이트의특성에관한대부

분의결정 요인들이 몰입및사용자만족을 경유

하여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 사이트 설계시 몰입 및

사용자 만족과 관련된 요인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이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게임 산업은 문화·오락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 영역을 모바일, 휴대용 단말기, 온라인

시장으로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게

임 산업은 가장 큰 핵심 산업으로 정부의 집중

육성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의 중요한 성공요인인

숙련도, 도전감, 보상, 커뮤니티활동, 시스템 품

질, 서비스 품질, 흥미 품질, 정보 품질이 몰입과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해보고이와함께이와같은요인들이재이용의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검정 결과의마케팅

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도, 커뮤니티활동, 정보 품질은 몰

입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설계에

있어 게임의 단순한프로모션에만 치우치기 보

다는편리하고, 이용이용이한게임설계, 심미적

인 게임 사이트의 제공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캐주얼

한이미지 제공은 게임이용경험이없는 사용자

들에게자기효능감을심어줄수있기때문에적

극적인프로모션과 구체화된마케팅적커뮤니케

이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온라인 게임의사용자몰입은사용자만

족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몰입 경험을풍부하게 느낄수있도록커뮤

니티활동을 장려하고꾸준하게 관리하며, 커뮤

니티를활용하여 여러 가지의프로모션을 적용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용자 만족은 재이용 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에 만

족하는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게임을

추천하거나긍정적인 구전을 하게 되며, 이를통

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효율적인 수익 모델

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게임 특성, 

품질 특성들이 몰입과 만족도 그리고 재이용 의

도와 어떤인과 관계가 있는지를살펴본 연구이

다. 본 연구는 이 분야의 기존 연구와 다음과같

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기존에 사용되어왔던내재적 요인인 게임 특성

그리고 시스템 요인인 품질 특성을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와함께

몰입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정립하여 온라인 게

임의 전체적 모형을 수립한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게임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게임 특성만 연구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특성만

을 연구한논문들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게임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게임 특성과 시스

템 특성을함께고려해서 연구했다는 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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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누락된 몰입과 만족도라는 경

영학적 개념을 포함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기존의 기술적인 측면과심리적인 측면

의 게임 연구에서탈피하여 경영학적인 관점에

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게임관련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게임에

중독이 되게 하여 게임을 오래하도록 만드는 것

이 고객의충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를 경영학적인 관점에서살

펴보면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도충성도라는 개

념을 오랫동안 게임을 하는 개념에서탈피하여

자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에게 게임을홍보하여같이 게임을 하도록 만드

는 것으로바뀌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첫째, 온라인 게임의

결정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정량적인항목들

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향후 이를 보완하여 정성

적인항목과 정량적인항목을 동시에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의장르에 따라 영향을미치는요인이어떻게다

른지도아울러연구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연구

의 실증 분석을 위한 표본을 선정할 때 온라인

게임을 사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주 연령층은 10대 중반부터 20대중반에

모집단이 형성되었다. 향후에는 연구 범위를넓

혀실증 연구를 수행할필요성이 있으며, 포괄적

인 관점에서거시적인표본 선정과 연구가필요

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온라인게임성공요인

에대한 측정지표도기존선행 연구들로부터다

양하게추출하여좀더 포괄적인 연구변수및측

정 항목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

게임이나기능성게임 등특정게임유형을 기분

으로본 연구모델을적용하여각유형별차이점

과공통점을비교해 보는것도좋은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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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숙련도

1. 나는 이 게임을 하는데 능숙하다.
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온라인 게임을 잘한다. 
3. 내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조작버튼은 다루기가 쉽다. 
4. 내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조작버튼은 게임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전감

1.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를 제공한다.
2. 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작업과 비교할 때 온라인 게임에 더 도전적으로 참여한다.
3. 나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테스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내가 현재 이 게임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5.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 게임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보상

1. 게임시 온라인게임가상공동체에 대한보상(게임머니, 아이템, 레벨, 직위)이 적절히 이루어진다.
2. 게임이 끝난후 나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게임진행과정 중에서도 단계적으로 틈틈이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
4. 게임이 끝난후 나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적절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활동

1. 게임 이용자들이 효과적인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다른 사람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3. 게임 실력이 늘면 늘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
4. 게임 내에서 커뮤니티 활동 형성을 위한 적절한 배려를 해준다.

시스템 품질

1. 이 게임사이트는 속도가 빠르다.
2. 이 게임사이트는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이 게임사이트는 원할 때 언제든지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4. 이 게임사이트는 보안에 대해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이 게임사이트는 제공하는 링크는 도움이 된다.

서비스 품질

1. 이 게임사이트는 관리자에게 질문하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해준다.
2. 이 게임사이트는 사용자가 회사에 연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연락경로를마련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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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게임사이트는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믿을 수 있게 수행한다

4. 이 게임사이트는 나의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해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여 준다.

흥미 품질

1. 이 게임사이트는 사용자의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2. 이 게임사이트는 사용자의 즐거움을 일으키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3. 이 게임사이트는 사용자의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4. 이 게임사이트는 사용자의 흥분을 유발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5. 이 게임사이트는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정보품질

1. 제공되는 정보는 게임사이트 사용목적에 적절하다

2. 게임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의미가 뚜렷하다.
3. 게임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해가 쉽다

4. 게임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다.
5. 이 게임사이트는 정보전달을 위해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6. 이 게임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적시의 것이다.

몰입

1. 이 게임을 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 왔다.
2. 이 게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다.
3. 나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 주변일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
4. 나는 이 게임을 하면 즐거움을 느낀다. 

만족도

1. 게임사이트 사용전, 사이트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컸다.
2. 게임사이트 사용후, 실제 성과가 많이 충족되었다.
3. 실제로 이 게임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얻을 수 있던성과는 사이트를 사용전의 기대치보다컸다.
4. 게임사이트는 사용하고 난 후 나는 기분이 좋다.

재이용의도

1. 이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다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만족할 것이다.
2.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게임 사이트의 사용을 추천할 것이다. 
3. 다른 게임사이트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 이 게임사이트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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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wards the Determinants of On-Line Game Sites 

Son, Dal-Ho · Jang, Kyung-Ho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source of the success of on-line game sites and the way how the absorption 

and the satisfaction would have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to-use of on-line game sit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mpirical model on the determinants of on-line game sites.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will have insights which are trigger to the higher dimensions on the model 

and to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ons of game sites. The sugg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edent factors of research model were tested for the commonality with explorative factor 

analysis and then tried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Thus, the determinants in this model will be used 

for further study without an evaluation. Second, the factors which have a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mediating factor like the absorption are a skill of user and an activity of community. Furthermore, the 

information quality of game sites was most significant in the satisfaction of user. Third, the most factors 

which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were significant to intention-to-use, however, the system quality 

did negatively significant.

Key words: Game Sites, Internet, Determinants

 * 이논문은 2011년 6월 15일접수되어 1차수정(2011년 11월 1일)을거쳐 2011년 11월 17일 게재확

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