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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자신이 인식한 일치성이 게임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감정이라는 심정적 요소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등이 아닌 콘솔 게임기나 PC 플랫폼 상의 1인 플
레이 게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용자의 자아 일치성과 기능적 일치성은 게임 이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감정은 매개효과를 발휘하고 있음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게임 제작시 사용자의 이미지와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감정적인 면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을 게임 제작사에게 하나의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비디오게임, 자아 일치성, 기능적 일치성, 감정, 이용 의도

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deogame player's perceived 
congruity and intention to game use,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as the psychological 
factor. Games for the research subject are confined to single player games on console or PC not online or 
mobile games to rule out human interaction. The results proposed that self and functional congruity have 
positive impact on intention to game use, and emotion is in the mediating effect of these relationshi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game producers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game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quality, the gamer's image, and the emotion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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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야흐로 문화의 시 가 다가옴에 따라 세계 각국에

서는 고유의 문화를 담은 문화상품을 창출하고 리 알

리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매체에 담길 콘텐트 한 비약 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문화상품 는 디지털 콘텐트 에서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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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특유의 치를 가지며 그 양과 질 면에서 성장일로

에 있다. 비록 게임이 가지는 독성과 실감 상실 등 

폐해가 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장 으로 인해 활성

화할 가치가 충분한 분야이다. 게임산업은  세계 으

로 성장일로에 있는 표 인 미래산업  하나이며, 환

경오염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지식집약 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TV 드라마나 

음악에 못지 않는 수출산업이자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어

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내와 국외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한해에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약 5조2017억원인데 이 에서 

62%에 해당하는 3조2079억원이 게임수출로 달성한 부분

으로 집계되고 있다[1]. 이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은 경제

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인데, 2014년도 1분기의 경우 게임콘텐츠는 

년도보다 23% 성장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2]. 이 밖에

도 게임산업은 모바일 환경 등 사회의 발 과도 그 궤를 

같이하며 발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게임에 한 단편

인 편견이나 부정  인식을 이고, 사용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임제작 기술의 근간이 되는 자기술과 컴퓨터 

로그래  등이 속도로 발 함에 따라 기기의 성능은 

비약 으로 상승하 다. 특히 그래픽과 사운드의 발 이 

크게 진보되어 마치 실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

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달해 다. 게임 이용자들은 이

러한 하드웨어 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와 같은 

소 트웨어 인 부분까지도 기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러한 기 를 충족시켜주는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 에 부응하는 게임에 호의

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 게임 실행  가지게 되는 기 와 

게임 실행후 얻는 만족감이 일치하게 될수록 사용 빈도

나 도가 높아지고 해당 게임의 제작사나 속편에 한 

기  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에 착안하여 장시간 게

임하는 사용자들에 맞춰 게임내 고를 히 삽입함으

로써 게임내 고의 일치도를 높이고 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던 PPL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 한 진행

이다[3]. 이처럼 사용자에게 게임실행  자신이 기 하

는 수 에 부합하는 일치성을 부여하는 것이 게임 제작

시 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한 게임은 종합 술로 

인식될 정도로 그래픽, 시나리오, 음악, 철학  가치  등

이 복합 으로 모이는 분야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심

정  부분을 헤아릴 필요가 두된다. Ravaja et 

al.(2006)은 게임이 경험과 즐거움과 같은 정  감정을 

불러오지만 상 으로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 인 

감정도 불러오기 때문에, 게임 제작자들은 감정 패턴이

나 반응을 의 주시해야 한다고 하 다[4]. 따라서 사용

자의 감정이나 일치성과 같은 요소를 신 하게 검토하여 

게임이용에 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내  상태에 을 맞

추어 게임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이들의 

연 계를 고찰하도록 한다. 구체 으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진행시 일종의 몰입상태를 가지게 되는 데, 를 들

면 자기자신이 게임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일치성을 

가지게 된다. 한 동시에 게임실행 에 정 인 감정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것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일치성과 감정이 실제 게

임이용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사용자가 게임이용시 인식하는 

내 상태를 살펴 으로써 게임 설계나 향후 처시 유용

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2.1 일치성

자기자신에 한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은 스스로에 

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요하다. 이런 면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이유에 해 일종

의 자아실 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실  자아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제품을 구입함으로

써 일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나 랜드에 

한 선호도와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

다[5]. Sirgy(1982)는 이러한 자아 일치성에 해 어떤 개

인의 실제 자아와 이상 인 자아를 표 하기 한 합

성을 자기자신과 구입한 제품의 결합으로 구 한다고 하

다[6]. 따라서 사용자는 자기자신을 잘 표 하거나 유

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탐

색할 것이고, 그러한 재화를 획득하는 경우 자아존 감

이나 자아 일치성과 같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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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실 인 이득을 바라

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를 획득하고자 한다. 재화를 소비

하는 사용자는 사용 의 기 와 사용후의 성과에 한 

일치를 기 하게 된다. 해당 재화가 가진 기능 인 면, 실

용 인 특성을 얼마나 충족하는 지에 한 부합의 정도

가 기능  일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능  일치성이

란 소비자가 가지는 해당 제품이나 랜드의 기능  측

면의 기 가 얼마나 충족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7]. 

디자인이나 경제성과 같은 기능  속성은 사용자의 보다 

객 인 평가가 가능한 만큼 사용자의 태도변화를 기

할 수 있는 확실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Swan and 

Martin(1981)은 사용  기 와 사용후 성과의 차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 다[8]. 이에 따르면 사용  기 보다 사

용후 성과가 높은 경우에는 정 인 기  불일치, 사용

 기 와 사용후 성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  일치, 사

용  기 가 사용후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

정 인 기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결론

으로 제품의 실제 기능은 사용자의 기 에 부합해야 만

족도가 높아지며 사용자는 이를 한 일치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2 감정

사용자가 품게 되는 동기는 거의 반드시 행동과 같은 

후행요소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동기 에서도 

감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비합

리 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감정은 무조건 통제

되거나 무시될 요소가 아닌 인간이 가지는 동기의 핵심 

 하나이다. 감정의 다른 형태인 열정이나 내  보상과 

같은 것은 인간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확실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9].

감정은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이 있지만 일반

으로 다루는 것은 정  감정이다. Swann et al.(1994)

이 지 했듯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본 으로 정

성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10]. 즉 정  감정의 발

은 해당 재화에 한 애착과 친 함이 깊어짐을 의미

한다. 물론 부정  감정을 가능한 배제하고 이에 한 다

각 인 찰을 해 부정  감정에 해서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결론 으로 감정은 인간의 기본 인 생리욕

구를 해소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걸맞

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요한 요소이다[11]. 그 기 때

문에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도 감정과 같은 요소 한 인

간의 행동변화를 찰함에 있어서 향후 주의깊게 다루어

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3 이용 의도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 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

는 것은 소수이다. 이에 많은 기업 등 조직에서는 자신들

이 개발한 재화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들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한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일

례로 인터넷과 연계된 정보기기의 경우 상호작용  측면

이 사용자의 이용의도를 불러 일으키는 요한 요소이기

도 하다. 를 들면 TV의 경우 단순한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시청  의견을 제시하거나 홈쇼핑의 경우 시청  

구매가 가능하다. 최근의 콘솔 게임기를 보면 단순히 게

임 타이틀을 작동시켜서 혼자 즐기는 경우 못지않게 온

라인으로 속하여 수많은 다른 사용자들과의 경쟁을 유

도하는 게임도 많다. 이처럼 의 정보기기는 단순히 

기술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정  요소

가 요하게 거론된다는 특징이 있다. Venkatesh and 

Brown(2001)은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PC)의 수용의도를 

기존 사용자와 잠재사용자로 나 어 조사해 보았다[12]. 

그 결과 기존 사용자는 실용 , 쾌락 , 사회  결과에 의

해 향을 받는 데 비해서, 잠재 사용자는 기술의 변화속

도나 시 에 뒤떨어 진다는 두려움과 같은 것에 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 한 Choi et al.(2003)은 

가정용 기기를 선택할 때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인지

된 행동 통제 등이 향을 끼친다고 하 다[13]. 태도는 

유용하거나 흥미로울 것이라는 사용자의 믿음을 의미한

다. 주  규범은 자기 행 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

식할까를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

제는 기술의 변화속도나 비용 등을 따져보는 것을 나타

낸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사용자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해서 사용자의 심정  측면에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일치성과 감정이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9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Nov; 12(11): 89-98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게임 이용자들이 실제 실행과 선택에 있어

서 사용 에 기 한 자아  기능  일치성이 이용의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한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요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지도 아울러 확인해 보고

자 한다. 이런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함과 더불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게임 자체의 기능  속성인 흥미, 가격, 패치 등이 

히 사용자에게 충족되는 지에 따라 사용자의 감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기 로 성과가 

도출되는 지에 따라 감정 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테면 Engel et al.(1995)은 기 에  따른 일치

도가 높을 수록 만족이 증가하여 결과 으로 정  감

정이라는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며, 반 로 기 에 따른 

일치도가 낮으면 부정  감정이 증가하여 만족과 같은 

태도가 약화된다고 하 다[14]. 실용 인 면을 시하는 

기능  일치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표 욕구와 같은 보다 

상 차원 인 기 를 총족시키는 지에 따른 자아 일치성

도 감정의 유발에 요한 부분이다. Chitturi et al.(2008)

은 자아 일치성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 흥미와 같은 감정

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15]. 이에 

사용자가 인식하는 일치성은 바람직한 감정의 발 에 깊

은 향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 과 결과에 한 합치가 

요한 이유는 행동이나 믿음이라는 의도에 향을 직

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O'Reilly et al.(1991)이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조직에 바라는 가치와 조

직이 개인에 바라는 가치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조직구

성원이 업무 등에 극 으로 나선다고 하 다[16]. 이처

럼 계성을 맺는 상끼리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게 되

면 손쉽게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

스에 한 기 는 추후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임계치 역

할을 하게 된다[17]. Kressmann et al.(2006)은 자아 일치

성이 정 인 평가로 이어지며 결과 으로 만족이나 재

구매의도와 같은 이용의도로 이어진다고 하 다[7]. 

Mittal et al.(1990)은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이 구매 

후에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기능  일치성이라고 규정

하며 기능  일치성이 높아질수록 구매의도와 같은 태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하 다[18].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일치성은 게임의 이용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리 인 측면이 아닌 심정 인 측면을 자극하여 이

용의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 부터 있어왔다. 

를 들면 매장에 진열해 높은 제품 자체보다도 매장의 

조명, 향기, 종업원의 친 도와 같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

이 그런 이다. 이러한 곳에서의 정 인 경험과 감정

이 결과 으로 사용자에게 재방문이나 만족과 같은 의도

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19]. 따라서 지각된 감정의 

변화가 만족이나 구매 등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는 사용

자의 행동  태도와 같은 의도의 증가에 직 으로 연

이 있다. Yu and Dean(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인지

 요인보다 감정  요인이 구 효과를 높이고, 환행

동을 유발하며, 지불의사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다[20]. 결론 으로 사용자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의도에 심정 , 감정  측면이 많은 향력을 가하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 사용자의 일치성은 감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사용자의 자아 일치성은 감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사용자의 기능  일치성은 감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사용자의 일치성은 이용의도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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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사용자의 자아 일치성은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사용자의 기능  일치성은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용자의 감정은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용자의 감정은 일치성과 이용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가설 4-1: 사용자의 감정은 자아 일치성과 이용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가설 4-2: 사용자의 감정은 기능  일치성과 이용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2 변수 설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취 하는 자아  기능  일

치성, 감정, 이용의도 등을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수립한 측정도구를 선별하여 용하 다. 그러한 측정도

구에 해서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측정도구

에 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어떻게 단하고 있는지 확

인하기 하여 가설검증을 한 방법으로 설문조사 방법

을 채택하 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2014년 3월～5월 사이에 콘솔  PC 게임을 실행해 

본 사람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등은 제외

하고 콘솔 게임기와 PC용 게임으로 한정하 다. 콘솔 게

임기는 Playstation이나 XBOX 계열과 같은 거치형을 포

함하여 Gameboy 계열과 같은 휴 용 게임기를 의미한

다. 그 에서도 온라인으로 실행가능한 게임은 제외하

다. 이는 게임기나 컴퓨터와 같은 랫폼 자체와 사용

자와의 일치성에 을 맞추기 함이었다. 즉 타인과

의 과 상호작용이 주된 부분이 되는 온라인 게임보

다는 1인 실행으로 진행되는 게임에 집 하기 해서 이

러한 범 를 설정하 다. 마찬가지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들도 배제하 다. 실제로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를 살펴 보면,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시장의 주도권과 고정 사용계층

은 콘솔 게임기와 PC게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콘텐

츠진흥원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 세계 게임시장의 규

모는 약 634억 달러로 추정되는 데 시장의 구성은 콘솔 

게임(약 249억 달러), 온라인 게임(약 204억 달러), PC 게

임(약 70억 달러), 모바일 게임(약 88억 달러), 고 등 기

타 분야(약 23억 달러)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21].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Construct Items Previous works

self

congruity

s1: The image of the game is 

similar to how I see 

myself.

s2: The image of the game is 

similar to how I would 

like to be.

s3: The image of the game is 

similar to how others 

believe that I am.

s4: The image of the game is 

similar to how others see 

me.

Benítez et al.(2007)[22]

Kressman et al.(2006)[7]

Saleki et al.(2014)[23]

Sirgy(1982)[6]

Sirgy et al.(1991)[24]

functional

congruity

f1: The convenience of the 

game is similar to my 

evaluation.

f2: The service of the game is 

similar to my evaluation.

f3: The quality of the game is 

similar to my evaluation.

f4: The function of the game 

is similar to my 

evaluation.

emotion

e1: I feel comfortable playing 

the game.

e2: I feel familiar playing the 

game.

e3: I feel satisfied playing the 

game.

Holbrook and

     Batra(1987)[25]

Westbrook(1987)[26]

intention to

use

u1: I would play the game 

again in the future.

u2: I would recommend the 

game to others.

u3: I would be pleased to play 

the game.

Aaker(1997)[27]

Blodgett et al.(1993)[28]

설문에 응하는 응답자들에게는 사 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에서 구동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콘솔 게임기나 PC에서 실행해 

본 경험이 있는 1인용 게임을 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

록 하 다. 해당 게임의 이름 등도 기재하도록 하여 후에 

응답자들이 기재한 게임  싱  이가 불가능하거나 

한 게임들은 자료분석시 제거하기로 하 다. 자료 수집

시 기본 으로 장에서 설문지 배포  수거를 실행하

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수집

한 자료는 MS-Excel과 SPSS 등의 통계분석 로그램

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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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제시

4.1 표본의 특성

연구결과를 얻기 한 자료수집 결과 총 배포한 설문

지 300부 에서 실제로 253부를 수거하 으며, 그 에

서 부 합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총 207부를 최종 으로 

걸러내었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181명(87.4%), 여자 26명

(12.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는 20세 이하 93명

(44.9%), 21-30세 99명(47.8%), 40세 이상 15명(7.2%)이

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 170명(82.1%), 회사원 25명

(12.1%), 무직 12명(5.8%)으로 드러났다. 한 응답자들

의 1일 게임시간은 평균 120분 정도로 나타났으며, 응답

자 에서 콘솔 게임기를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33명(15.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수응답결과 선호하

는 게임장르로는 액션(53%)과 롤 잉(34%)이 다른 장

르(13%)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었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설문조사결과 수집되어 자료정제후 분석도구에 입력

된 측정도구의 타탕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한 분석을 

먼  실행하 다. 먼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행하 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요소

들이 분할되는지 확인하기 해 실제분석시 주성분분석, 

직교회 방식, 고유값 1이상 등의 조건을 부여하 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난 로 일단 각 측정도구는 상  

개념에 잘 엮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의 요인 재값

은 일반 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 으로 모두 

0.4이상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확실히 살펴

보기 해 KMO값과 Barlett 검정결과를 살펴 보았다. 일

반 으로 KMO 값은 0.90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며, 

0.80-0.89 수 이면 수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 

Barlett 검정결과의 경우 유의확률이 낮을수록 좋다고 

단된다. 분석결과 KMO 값은 0.861로 나와 변수간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으며, 

Barlett 검정결과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

석으로 드러난 모형의 합성이 좋으며 공통요인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Constructs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 α

self

congruity

s1 0.7488 

0.950
s2 0.7985 

s3 0.8448 

s4 0.8952 

functional

congruity

f1 0.4061 

0.818
f2 0.7979 

f3 0.4777 

f4 0.8365 

emotion

e1 0.8245 

0.771e2 0.8525 

e3 0.4627 

intention to

use

u1 0.8121 

0.789u2 0.8081 

u3 0.8142 

이어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하여 이들의 

Cronbach α값을 살펴 보았다. <Table 2>에 나타난 로 

해당 값은 모두 0.7이상으로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성

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는 

추후의 분석에 유의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4.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게임이용자가 가지게 되는 일치성이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과 이 과정에서 

감정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한 데에 주 

목 이 있다. 변수간 향 계는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

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한 방법으로 Baron 

and Kenny(1986), Van Dyne et al.(1994) 등은 3단계 매

개회귀분석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29,30]. 이에 따르면 구

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향 계를 주어야 

한다.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 계를 주어야 

한다.

(3)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

계를 주어야 한다.

※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회귀계수값이 (3)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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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변수 회귀계수값보다 큰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치성을 자아  기능  일치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때문에 결과도 두 가지로 나 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4.3.1 자아 일치성과 기타 변수와의 관계

자아 일치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자신의 이

미지와 합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s 1
Testing

mediation
Variables β t R2

(1)

(independent

→ mediator)

self congruity

→ emotion
0.710 3.907*** 0.504

(2)

(independent

→ dependent)

self congruity

→ intention to use
0.509 2.291

*
0.259

(3)

(<independent,

mediator>

→ dependent)

<self congruity, 

emotion>

→ intention to use

0.364

0.525

2.368
*

2.681
* 0.603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3>에 나타나 있는 단계별 분석결과를 보면, 

먼  첫단계에서 자아 일치성은 감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β = 0.710),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이용의도

에 유의하게 향력을 부여하고 있음(β = 0.509)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아 일치성(β = 0.364)과 감정(β 

= 0.525)은 모두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데, 이 때의 자아 일치성의 효과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자아 일치성의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감

정은 자아 일치성과 이용의도와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2 기능적 일치성과 기타 변수와의 관계

기능  일치성은 획득한 재화의 기능  속성이 얼마

나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Table 4>에 나타나 있는 단계별 분석결과를 보면, 

먼  첫단계에서 기능  일치성은 감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β = 0.751),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이용의도

에 유의하게 향력을 부여하고 있음(β = 0.749)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기능  일치성(β = 0.371)과 감정

(β = 0.603)은 모두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는데, 이 때의 기능  일치성의 효과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의 기능  일치성의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감정은 기능  일치성과 이용의도와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esting

mediation
Variables β t R

2

(1)

(independent

→ mediator)

functional congruity

→ emotion
0.751 4.101*** 0.564

(2)

(independent

→ dependent)

functional congruity

→ intention to use
0.749 4.078* 0.561

(3)

(<independent,

mediator>

→ dependent)

<functional congruity, 

emotion>

→ intention to use

0.371

0.603

2.803
*

3.384
** 0.678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s 2

4.3.3 연구결과 논의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은 모두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게임 이용

자들은 게임 실행시 자아 일치성  기능  일치성을 인

식하게 되며, 이러한 일치성은 게임에 한 이용의도를 

증가하게 된다. 한 이때의 일치성은 정 인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며, 그러한 감정 한 게임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 으로 사용자의 일치성과 게임 

이용의도 사이에서 감정이 어느 정도의 매개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드러난 사실은 자아 일치성의 경우보다는 

기능 일치성에 있어서 향력의 정도가 모두 강하게 나

타난다는 이다. <Table 3>과 <Table 4>를 보면 가설 

1,2,3에서 나타난 β값이 모두 기능 일치성의 경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게임 자체의 특성인 조작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나 TV의 경우 “보는 것”이 주

된 행동이지만 게임의 경우 “하는 것”이 주된 행동이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의 통제와 조작이 많이 개입되는 게

임에서는 기능  일치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삼은 게임

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콘솔  PC게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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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일치성보다는 기능  일치성이 더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게임이용자에게 있어서 성립된 일치성이 

게임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그 계에서 감정이 매

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진행되었다. 이

때의 일치성을 사용자의 자아 이미지를 표하는 자아 

일치성과, 성능이나 속성을 반 하는 기능  일치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자아 일치성과 기능  일치성은 

모두 감정과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심정  반응인 감정 한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자아  기능  일치성이 이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운데, 사용자의 감정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투 함과 동

시에 자신이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게임을 선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 도 에 

성립된 심리 인 요소, 즉 감정 인 면에 의해서도 게임 

이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게

임제작자에게 있어서 이 보다 사용자에게 부합하는 게

임을 제작하면서도, 사용자의 감정 인 면을 헤아려야 

결과 으로 더 많은 게임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 으로 앞으로의 게임제작에는 특정 

기능과 자아확립 인 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심

정  동의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는 방안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ranic et al.(2014)은 게

임을 통한 여러 가지 이득을 4가지로 구분해 보았다[31]. 

이러한 이득들은 각각 인지 , 동기 , 감정 , 그리고 사

회  이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간단한 로 태도 

구축 등의 인지  이익, 실패시 재기할 수 있는 동기  

이익, 분 기 리와 같은 감정  이익, 그리고 사회친화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  이익으로 제시하 다[31]. 그

러므로 향후의 게임제작시에 이와 같은 심정  이득을 

고취하기 해서라도 일치성을 높임과 동시에 심리  측

면에 한 고민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 이나 보강사항으로는 먼

 사용자의 일치성에 한 보다 세 한 분류를 들 수 있

다. 사용자의 일치성은 자아 일치성이 가장 먼  거론되

며, 뒤이어 기능  일치성이 두되고 있다. 여기에 세부

으로 실체  일치성이나 랜드 일치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황에 맞게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끼리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사용자와 제품 자체에만 을 맞추기 해 게임을 콘

솔 게임기나 PC용, 그것도 1인 구동 게임으로 한정하

다. 차후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범 를 

넓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일치성과 이용의도 

사이의 다른 매개변수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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