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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캐릭터와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원격현존감과 몰입이 게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이 
가치는 다시 게임의 지속적 이용의도와 게이머들간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의 선행요인인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게임 플레이 방식, 도전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보상
은 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의 다른 선행요인으로서 원격현존감은 게임 상에서의 정치시스템
과 스토리텔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온라인게임, 이용의도, 가치, 몰입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continuous user intention of playing on-line game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 we find that telepresense and commitment influence on the 
perceived utility of on-line games which, in turn, has effects on continuous user intention of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on-line game players. In addition, the findings support the premise that the method of playing 
game and challenges influence on commitment, whereas rewards for playing game do not. As another 
determinant of perceived utility of on-line games, telepresense is found to be guided by diplomatic system and 
storytelling in on-line games.  

Key Words : Online Game, User intention, Perceived utility,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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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라인게임 서비스(바람의 나라)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온라인게임은 세계 으로 큰 향력

을 미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특

히 한국형 MMORPG 게임인 리니지, 메이 스토리, 서든

어텍 등이 국내의 온라인게임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니지의 경우는 출시한지 14년이 되었

지만 재까지 꾸 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만

큼 한국의 온라인게임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온라인게임은 국가 경제  수출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심으로 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랫폼과 스마트기기(스

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등장으로 이제는 소셜 게임이

라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도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

임은 단순히 개인 인 재미 뿐만 아니라 사회 인 만남

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물론 지나친 게임

에의 몰입으로 인해 게임 독이라는 부정  측면이 부각

되기도 하지만, 여가 활용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게임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디지털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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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이다[6]. 

2011 한민국 게임백서[23]에 따르면, 2010년도 세계 

게임시장은 아 이드게임 시장과 PC 시장이 고 을 하

고 있으나, 모바일게임 시장은 매우 약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모바일게임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격한 성장으로 

인해 약진을 하고 있다. 태블릿 PC와 범용 PC의 H/W 발

에 힘입어 온라인게임의 성장률 역시 증가하 다. 아

이드게임은 네트워크 게임지원, 체감형 게임기 확산 

등을 통하여 시장 확장을 시도하 으나, 모션 컨트롤러

를 지원하는 콘솔게임과 스마트기기 보  확 에 의한 

모바일게임 시장 성장으로 인해 과거의 명성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형 온라인게임들이 캐주얼

게임을 심으로 부분 유료화모델을 확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하여 온라인게임을 이

용할 수 없었으나,  련 제반 인 라가 개선되고, 콘솔게

임 심의 북미·유럽 게이머들의 온라인게임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속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추

세이다. 모바일게임 시장은 연평균 16.0%로 엄청난 성장

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하루가 다

르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스마트기기, 앱스토어(아이

폰)나 play 스토어(아드로이드) 에서의 풍부한 게임의 공

, 3G/4G 보 에 따른 네트워크 속도 증가등이 자리하

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온라인게임의 세계시장 규모는 157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에는 290

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 이  국내 시

장은 2010년의 경우 29억달러로 약 23%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24], 시장규모나 경쟁력에서 미국에 이어 세

계 2 를 자랑하고 있다.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온라

인게임 산업이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게

임은 화, 소설, 스포츠 등 타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의 

효과와 시 지 효과가 높으며 one-source multi-use

가 가능하며, 게임 상품 자체가 기계로 체할 수 없는 

개인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비 이 높아 고용 유발효

과도 매우 높은 편이다[6]. 

이 게 온라인게임은 문화콘텐츠로서의 자리를 매김

하고 있으며, 수출에도 기여를 하여 국가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 으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 한

정된 분야(MMORPG, 온라인게임 자체)에서 온라인게임

에 한 연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온라

인게임의 이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몰입( 로우), 일체감을 요인으로 

도입하여 분석을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MMORPG로 변되는 게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게

임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

게 되었다. 게임사용자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면 당

연히 지속 으로 게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최근의 게임들은 부분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닌 동료 

게이머들과 같이 게임 이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게임사용자들간에 의견 교환이나 정보공유 등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  이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유용성)와 정보공유를 도

입하고자 한다. 한 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방식, 보상, 도 감, 원격 존감을 도입하고 정치시

스템과 스토리를 원격 존감에 미치는 요인으로 도입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몰입과 원격 존감을 도입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온라인게임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닌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분야를 구

분하지 않는 연구를 모든 온라인게임 분야에 용하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

정한 분야가 아닌 온라인게임의 모든 분야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지속  

이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 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2. 온라인게임의 연구동향

온라인게임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

게 네 가지로 나 어볼 수 있으며, 온라인게임의 연구 동

향을 악하여 지속  이 의도, 가치(유용성), 몰입

( 로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게이머들의 심리  니즈를 토 로 온라인게임의 

이 의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이용충족이론을 활용

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이다. 둘째, 게임을 신

 정보통신기술로 간주하고 확산과 수용 입장(TAM)에

서 실증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다. 셋째, 심리학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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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로우를 게임분야에 응용하여 게이머들의 이 의

도나 충성도를 평가하거나 게임 독과 같은 부정  효과

에 을 두는 연구 역이 있다[6]. 넷째, 국내와는 다르

게 해외에서 오래 부터 활성화 되어온 게임기반의 에듀

테인먼트 콘텐츠의 활용에 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다. 

첫 번째 분야인 이용충족이론의 시각에서 근하면 

온라인게임은 실을 도피하거나 여가시간 때우기와 같

은 엔터테인먼트 욕구충족과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

과 사회  네트워킹으로 요약되는 사회성 욕구 충족이 

핵심 유도요인이다[7][28][33][34]. 둘째, 신의 확산이론

[37]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수용에 한 연구,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도입하여 다양

한 선행요인의 향력 정도를 평가한 연구가 주종을 이

룬다[32]. 세 번째 분야는 로우(몰입)를 게임분야에 응

용하여 게이머들의 이의도나 충성도를 평가하는데 

을 둔 연구들이다[1][9][28]. 네 번째 분야는 교육공

학 인 근을 통해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을 맞춘 연구들이다[2][5][7][12][13]. 

게임기반 에듀테인먼트는 교육 장에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편이나 아직까지 련 콘텐츠가 은편이고 실

증연구도 은 편이다.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역에 있어 연령 를 심으로 

게이머를 세분화하여 그룹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탐색

으로 분석한 연구[16]도 있으며, 청소년을 상으로 온라

인게임의 이용효과에 미치는 향요인[22], 온라인게임

의 개인  수용에 미치는 요인[19] 온라인게임 아이템에 

소득 과세 부과에 한 연구[21], 온라인게임과 련한 

디자인 이슈[20]등이 있다.  

3. 연구가설의 설정

3.1 연구가설의 이론적 배경 및 구조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의 평가에 주된 목 이 있다. 이 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보공유와 가치를 도입하 고 

이방식, 보상, 도 감, 원격 존감을 몰입의 요인, 가치

의 요인으로 몰입과 원격 존감을 도입하고 정치시스템

과 스토리를 원격 존감의 요인으로 도입하여 설문조사

를 통해 연 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의 형태로 설정하고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가설의 요약 

이제 각 연구가설의 이론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기

로 한다. 

일반 으로 게임의 가치(유용성)는 온라인게임을 통

하여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여가와 재미로 정의 할 수 

있다[7]. 사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게임이 설계 

된다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은 이러

한 기 를 충족시켜  수 있는 안으로 가정하고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 다.

H1 : 게임의 가치(유용성)는 지속  이 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2 : 게임의 가치(유용성)는 정보공유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가 아니라 동료 

게이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데 있다. 게이머들과의 상

호작용은 사이버 공간 상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길드라 불리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

해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을 도모하며 공통 인 목표인 

성취감과 즐거움을 추구한다[33][35]. 경우에 따라서는 

쟁을 통해 상 의 토를 령하는 략도 개하기 때문

에 많은 토를 보유한 게이머의 경우 처리해야 하는 명

령이 크게 증가하여 게이머 간의 정보공유는 이를 유

지하는데 있어 필수  제 조건이기도 하다[6]. 그 외에

도 커뮤니티를 통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

술  문제에 한 처  해결방안, 업데이트된 내용에 

한 응 략, 부당한 행 를 일삼는 게이머에 한 

응조치 등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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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 게임의 정보공유는 지속  이 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로우는 “최  경험의 과정이다”로 간단히 정의[29]

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심리  상태와 비슷하게 비유된다. 게임에 몰

입을 하게 되면, 게이머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

게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다

음 가설을 설정하 다. 

H4 : 게임의 몰입( 로우)은 가치(유용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 으로 온라인게임의 속성상 캐릭터와의 일체감

(원격 존감)이 수반된다. 캐릭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이머의 감정표출은 커뮤니 이션의 표 성으로 연계되

며, 게이머 본인과 동일시 상으로 볼 수 있다[24]. 사이

버 공간에서도 캐릭터와 게이머의 원격 존감은 게임에

의 집착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한다.

H5 : 게임의 원격 존감은 가치(유용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6 : 게임의 원격 존감은 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게임에서 게이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

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어진 퀘스트

를 수행하기 한 다양한 능력과 이방식을 필요로 

하며, 습득을 하게 된다. 다양한 이방식은 게이머들

을 지루함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며, 반복되는 연습과 인

내심 없이는 온라인게임에서 강자로 군림하기 어렵다는 

분 기를 조성하여 도 감과 성취감을 이끌어낸다[31]. 

이런 면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7 : 게임의 이방식은 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보상이란 게임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온라인게임이 이에 한 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

하는데, 특정한 목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의 능력이 향

상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15]. 온라인게임 내

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에 한 한 

보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 을 때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효과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사용자는 게임에 깊이 

몰입을 하게 된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

한다.

H8 : 게임의 보상감은 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게임진행 과정상의 퀘스트가 무 쉽고 단순하면 게

이머들의 몰입을 유도하기 어렵다[7]. 사용자들에게 게임

을 통해 이를 하는 동안 도 감과 성취감이 유지되

지 않는다면 게임의 재미성은 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9 : 게임의 도 감은 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게이머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해 게

임업체들은 온라인게임 내에서 직  정치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정치시스템을 추가하 다. 온라인게임시 단순히 한 

지역 간 길드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간의 쟁을 통해 

게임을 하는 재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시

스템은 다양한 시나리오  에피소드를 가능  하여 게이

머가 국가의 안 과 운 에 도움을 다는 느낌을 가지도

록 한다. 한 게이머들간의 경쟁을 통해 토를 넓힌다

던지 쟁에서 승리를 가능  하여 승자가 모든 것을 차

지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정치시스템

을 용한 게임이 게이머들에게 환 을 받고 있다. 

H10 : 게임의 정치시스템은 원격 존감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게이머의 로우 상태 유도를 해 다양한 게임콘텐

츠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에서도 가장 요한 요소는 

게임을 반 인 구조를 이끌어내는 스토리일 것이다

[13]. 스토리는 게이머의 환상감과 일체감을 제고시키고 

게임을 즐기는 동안 시간왜곡과 로우를 불러일으키는 

결정 인 역할을 한다. 게임의 재미는 결국 스토리에서 

도출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11 : 게임의 스토리는 원격 존감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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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항목 내용과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요인
재치

복합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크론
바하  
알 값

스토리

이 게임은 환상 인 스토리를 보여 다.     0.827

0.893 0.672 0.860

이 게임의 배경 스토리는 흥미롭다. 0.819

이 게임의 스토리는 짜임새가 있다. 0.822

게임의 스토리는 게임하는 재미를 더해 다. 0.690

게임의 시나리오(스토리)가 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한다. 0.626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스토리)가 반 되어 있다. 0.746

게임의 시나리오(스토리, 에피소드)가 자주 추가된다. 0.839

정치

시스템

정치시스템은 게임하는 재미를 한 차원 올릴 수 있다. 0.912

0.916 0.733 0.877정치시스템을 통하면 게임하는 방식을 더 재미있게 바꿀 수 있다. 0.899

정치시스템은 다양한 시나리오나 에피소드를 가능하게 한다. 0.813

게임의 

가치(유용성)

이 게임은 참 재미있다. 0.713

0.803 0.578 0.633게임을 즐기는 것은 내 삶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 0.735

게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0.829

몰입

이 게임을 하면 주 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0.852

0.917 0.735 0.880
이 게임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속에 빠져있다. 0.836

이 게임을 하면 운동선수가 집 하듯이 게임에 완 히 집 하게 된다 . 0.851

이 게임을 하면서 깊이 몰입한 경험이 있다. 0.890

지속

이의도

앞으로도 이 게임을 계속 즐겨 이할 것이다.    0.867

0.863 0.677 0.764다른 게임이 어떤 추가 혜택을 주더라도 나는 이 게임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0.78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게임을 극 추천한다. 0.820

정보

공유

게임커뮤니티에서 상호간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695

0.832 0.415 0.765

게임커뮤니티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677

게임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이용에 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한다. 0.601

게임커뮤니티에 게시된 게임에 한 의견을 심있게 읽어본다. 0.641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와 같은 SNS채 을 통해 이 게임에 한 의견을 공유

한다.
0.638

트 터나 카카오톡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이어 간에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한다
0.646

메신 를 이용하여 이어 간에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한다. 0.650

이 방식

게임 이 방식이 새롭다. 0.777

0.859 0.672 0.786이 게임의 이 방식은 게임속도 증 에 기여한다. 0.791

이 게임의 이 방식은 박진감을 더해 다. 0.888

도 감

하면 할수록 도 감을 느낀다.     0.838

0.826 0.546 0.727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을 보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0.820

아직도 내가 새롭게 탐험해 볼 것(콘텐츠)들이 많다. 0.653

내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자주 소개한다.   0.620

보상감

수 이 올라가면서 흥미로운 무기가 제공된다. 0.921

0.865 0.689 0.756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아이템도 많이 획득하게 된다. 0.916

목표달성 후 제공되는 능력치 조정이 하다. 0.617

원격 존감

게임을 하는 동안 마치 내가 게임속의 캐릭터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0.713

0.884 0.562 0.843

게임의 사운드(각종 효과음)는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다. 0.680

게임을 하는 동안 아바타를 나만의 규칙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

의 두 번째 자아로 인식하게 된다.
0.820

게임을 한 후에도 게임속의 캐릭터(아바타)에 해서 일종의 책임감과 애착을 

느낀다.
0.719

게임을 하는 동안 실속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역할들을 이해 볼 수 있

어서 좋다.
0.804

게임을 하는 동안 일반 인 삶과는 다른 특별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어

서 좋다.
0.754

3.2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다양한 

향 요인들을 련 문헌연구에 근거하여 구조화하고 설

문 데이타를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주된 목 이 있다.

각 요인의 측정문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스

토리는 백승국[10], 이용욱․김인규[18], 박성택외[6]의 

연구내용 등을 참고하 다. 게임의 가치(유용성)는 김

환외[3], 백 균[11], 송상호[13] 등을 참조하여 게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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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우는 Novak, Hoffman & Yung[36]과 엄명용외

(2010)의 연구결과를 활용하 고, 지속  이의도는 

Hsu & Lu[33]와 엄명용외[14]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개발하 다. 

정보공유는 김정호외[4]와 Hsu & Lu[33], Koo[35] 등

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설문항목을 설정하 다. 게임

이의 차별성은 문정훈 외[5]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

여 자체 개발하 다. 도 감은 Hsu & Lu[33]와 

Golub[31]를 참조하여 개발하 다. 보상감 련항목은 

Baron[26]과 엄명용 외[15]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개

발하 다. 마지막으로 원격존재감은 황하성, 박성복[24], 

박승배․정남호[8], Boneva et al.[26]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수정  개발하 다. 

4. 설문분석 및 결과

4.1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데이터 수집을 하여 온라인게임 련 업체의 도움

을 받아 설문을 탑재하고, 2011년 9월 10 , 20 의 은 

게이머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일

반 황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척도(5  척

도)를 이용하 다. 최종 으로 불성실 응답설문을 제거

한 총 497개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이용하 으며, 남성이 

381명(79.5%), 여성이 96명(80.5%)를 차지하고, 연령 는 

10 가 105명(22%), 20 가 374명(78%)인 것으로 나타

났다. 1인당 하루 평균 이 시간은 2.4시간으로 상당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된 통계분석도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법이다. PLS는 측정․구조모형에 해 최

의 실증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구

성개념에 한 척도 재치를 추정한 후 구성개념 간 인

과 계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한 복합신뢰

도  평균분산추출에 의하여 평가된다. 별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

값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 자체가 0.5 이상 되면 충

분한 것으로 단된다[27].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재치가 표본 

체에서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

추출값도 기 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본 논

문에서 자세한 통계결과 제시는 생략하 지만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값도 모든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단된다.

4.3 가설의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

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 다[27]. 모형검증 결과, 

[그림 2]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이 몰입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8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유의수  5%에서 수용되었다. 

<표 2> 경로계수와 t값

경로
경로계
수

t-값
검증
결과

H1 :
가치

(유용성) →
이 

의도 0.504 12.934 수용

H2 : 가치
(유용성)

→ 정보공유 0.307 6.096 수용

H3 : 정보공유 →
이 

의도
0.238 5.797 수용

H4 : 몰입 →
가치

(유용성) 0.345 7.635 수용

H5 : 원격
존감

→ 가치
(유용성)

0.268 5.574 수용

H6 :
원격
존감

→ 몰입 0.296 4.871 수용

H7 : 이 방식 → 몰입 0.128 2.699 수용

H8 : 보상 → 몰입 -0.008 0.168 기각

H9 : 도 감 → 몰입 0.260 4.871 수용

H10 :
정치
시스템 → 원격 존감 0.180 4.142 수용

H11 : 스토리 → 원격 존감 0.282 5.576 수용

 [그림 2] 검증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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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속  이의도의 설명력(R2)은 38.4%, 게

임의 가치(유용성)은 27.5%, 몰입( 로우) 29.6%, 원격

존감 14.5%, 정보공유 10.4%로 나타나 일반 으로 인정

되는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

명력은 충분한 것으로 명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

출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지속  이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온라인게임의 지속  이 의도는 게임의 

가치(H1)와 정보공유(H3)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이 재미있어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면 지속 으로 이를 할 의도를 가질 것

이며, 게임을 하면서 다른 게이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의견을 교환한다던지,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결국에는 지속 으로 

이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게임 콘텐츠 설계시 이용자

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에 해 고민을 해

야 할 것이다. 한 게임의 가치는 지속  이 의도

(H1)뿐만 아니라 정보공유(H2)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가치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설정

한 몰입(H4)과 원격 존감(H5)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게임에 깊이 몰입을 하고 게임의 캐릭터와의 일

체감이 수반되면 게임이 가치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몰입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원격 존감

(H6), 이방식(H7), 도 감(H9)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보상감(H8)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게임에의 몰입을 유발하기 

해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긴장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 감이 요구되며, 가상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

는 다양한 탐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어진 퀘

스트를 수행하기 해 다양한 능력과 이 방식을 취

하게 된다. 결국 다양한 이방식은 게이머들이 지루

함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어 성취감과 도 감을 이끌어

내게 된다. 온라인 게임의 속성상 원격 존감이 수반된

다. 캐릭터를 통해 감정 표출을 하며 본인과 동일시 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캐릭터와의 일체감은 게

임에의 집착성을 강화시키며 결국에는 게임에의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으로 한 보상이 제공되면 

사용자는 게임에 더 몰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상과는 

다르게 보상감은 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설문에 응답한 게이머들의 경우 게임을 즐기

는 이유가 보상보다는 원격 존감, 이방식, 도 감에 

있음을 반증한다.   

마지막으로 원격 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

정한 정치시스템(H10), 스토리(H11)은 경로계수의 t값이 

유의수  1% 미만에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시나리오와 에피소드를 가능  하는 정치시스템과 

스토리는 사이버 상에서 게이머가 실제 국가를 다스리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결국에는 캐릭터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에 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

이 있다. 온라인게임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몰입

이 지속  이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을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속  이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공유와 가치(유용성)를 요인

으로 도입하 다. 한 가치의 요인으로 몰입, 원격 존

감을 도입하 으며,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요

인인 정치시스템을 요인으로 도입하여 원격 존감에 미

치는 향에 해 분석을 하 다. 

온라인게임의 이 의도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

인들을 도입하고 분석한 것이 본 연구의 시사 이라 하

겠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게임 기획․

설계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

의 결과를 활용하여 게임업체들이 장 경험을 살려 

한 해석 도출  지속  이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게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간의 계를 분석해 으로써 지속  이의도와 

게임의 가치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분석

하고 몇 가지 시사 을 도출 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

러한 나름 로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게이머들을 상으

로 정  측면만을 보고자 했으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독에 한 측면을 함께 분석해 보지 못했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서는 보다 정교하면서

도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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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향 요인 이외에도 온라인

게임의 지속  이 의도와 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에 다양한 변수의 추가와 

함께 보다 장기 인 연구설계를 통해 주요 요인들 간 상

호 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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