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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과 이용자 특성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플로우 경험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진행
되었다. 이를 위해 남·여 대학생 244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과 이용자 특성 즉, 자기효능감과 혁신성향 모두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과 이용자 특성 즉, 자기효능감과 혁신
성향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플로우 경험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질의 게임 콘텐츠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유용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의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주제어 : 소셜 네트워크 게임, 지각된 즐거움, 이용자 특성, 플로우 경험, 지속적 이용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enjoyment and use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when users play social network games on a mobile device. In addition, the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in this process. To fulfill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44 college students and collected data. Whe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e followings were known. First, perceived enjoyment, and both self-efficacy and innovation 
propensity of user's characteristics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in 
mobile social network game. Second, in the process, it was known that flow experience played a mediating 
role.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ful data in developing game contents of high quality or making a 
marketing strategy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online social network game industry. In addition, future 
studies are expected to generalize the research to various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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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1]’ 결과에따르면, 국내게

임시장은 2015년 기준 10조 7,223억으로 전체 콘텐츠 산

업 매출액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에 있

어서는 전체의 56.8%인 32억 1,4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게임산업중모바일게임산업이차지하는비중

은 3조 4,844억 원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게임 산업은 전체 콘텐츠산업을 견인하

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중심으로 지속

적인성장일변도의길을달리고있다. 이에업계뿐아니

라 학계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표출하

면서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러나기존게임관련연구들은대부분이기술·공학적관

점의 연구들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2, 3]. 특히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PC기반의 게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기반의 게임 연구들이 절

실히필요한시점이다[2]. 또한게임은그특성상몰입성이

강한콘텐츠임에도불구하고플로우경험(flow experience)

을 기반으로 진행된 모바일 기반의 게임 관련 연구들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3].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모바일을 기반으

로 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MSNG: Mobile Social Network Game)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지각된

즐거움과이용자들의특성그리고플로우경험을통하여

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의지속적이용의도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기존 게임 관

련연구영역의확장이라는학술적의의와함께게임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질의 게임 콘텐츠 개발이

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란 모바일을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는게임이

라고정의할수있다. 주로휴대용스마트디바이스와같

은 기기들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

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한다[4, 5].

김정욱과 장철호[6]에 따르면, 기존 게임들은 게임 요

소인재미를강화하기위해네트워크기술을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게임의 요소 보다는

이용자 간의 인맥과 네트워크 관계 형성을 위해 게임을

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페이스북이나카카오톡과같은소셜네트워크서

비스를기반으로형성된사용자의인맥을활용해게임을

즐긴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2 지각된 즐거움
Davis와 Bagozzi, Warashaw[7]에 따르면, 지각된 즐

거움이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결과에 관계없

이 과정에서 지각하는 즐거움의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에서의 지각된 즐거움이란 이용자가 특정의

게임을하면서그게임에대해지각하는재미, 흥미의정

도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각된 즐거움은 게임과 같은 쾌락적 서비

스에서 내적 동기로 작용하며, 이용자들의 태도나 만족,

지속적 이용의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8]. 또한 게임을이용하는과정에서몰입을통해생성되

는 혜택이라 할 수 있다[9, 10, 11].

이재학과 박철[12]에 따르면, 소셜 게임 이용만족에

위와같은쾌락적혜택요인인즐거움이가장큰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게임에 있어 재미와 즐거

움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각된 즐거

움은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

지속적이용의도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추론이가능

하다.

2.3 이용자 특성
2.3.1 자기효능감  
Bandura[13]에 따르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인이어떤목표를달성함에있어그목표를잘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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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동과 행

동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14],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변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IT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급격히발전하면서이를수용하려는수용자특성

의 주요 요인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컴퓨터나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IT 분야에서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새로운기술이

적용된 IT 기기들에 대한 이용의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뉴미디어 채택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16, 17, 18]. 또한 홍병숙과

김찬호, 이은진[19]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몰입감도

높아지며, 이러한 몰입을 통해 만족도와 재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으며, 임규혁과 최영석, 이

혜영, 한주희[20]는 인터넷사용에대한자기효능감이게

임에대한몰입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을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

크게임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지속적이용의도에도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2.3.2 혁신성향  
혁신성(innovativeness)은 1960년대 소비자혁신성연

구의 선구자인 Rogers에 의해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 이론을통해개념화되기시작하였으며, 하나

의 사회체계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혁신을 먼

저채택하려는혁신의수용정도로묘사되고있다. 이러

한소비자들의혁신성은개인의내재적특성으로혁신적

인제품의사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이며[21],

새로운것을타인에비해먼저시도해보고자하는개인

의자발적동기로풀이되고있다[22]. 따라서혁신성향은

소비자 개개인들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용자들의 혁신성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

이 신제품의 구매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사실들을 밝힌바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만족이나 지속적인 수용의지에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1, 22, 23, 24, 25, 26].

따라서 이와 같은 혁신성향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2.4 플로우 경험
플로우 경험이란 현재 자신의 행동에 극도로 몰입된

상태로 1970년대 Csikzentmihalyi에 의해 개념화된최적

의 경험을 의미한다. 즉, 주변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자신의 행동에 극도로 몰입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로우 경험은 일이나 여가, 운동,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플로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만족감과 성

과를나타낸다고알려져있다[27]. 또한많은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플로우 경험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환

경에서도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인으로

사용해왔으며[27, 28, 29, 30], 최근에는 모바일을 기반으

로 한 게임이나 광고, 쇼핑 등의 연구로 지속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이와같은플로우경험을도입하여살펴보는것또한매

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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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

된 즐거움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

된 즐거움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플로우경험에의해매개될것이다.

연구가설 3.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이용자들의 자기효능감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이용자들의혁신성향은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

임에 대한지속적 이용의도에정(+)의 영향을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

에미치는영향은플로우경험에의해매

개될 것이다.

4-1. 이용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로우 경험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4-2. 이용자들의혁신성향이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

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

로우 경험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모바일

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즐겨하는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전과

충남,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총 300부가 배포되었으나 응답이 완료

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44부가 최종분

석에 사용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10일 – 10

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104명(42.6%), 여성 140명(57.4%)으로 여

성의비율이조금높았다. 평균연령은 22.03세였으며, 즐

겨 이용하고 있는 게임의 수량은 평균 1.98개, 1일 게임

평균 이용시간은 52.9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
4.2.1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상기와 강

명수[31]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4개의 문항들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Likert형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

임들은 특이하고 재미있다, ②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

임들은 흥미를 유발한다, ③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들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④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4.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측정하기위한도구는신명섭과이영주

[32]의 연구에서사용된총 4개의문항들로 Likert형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를사용하여측

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나는

새로운기술이나제품을이용할때다른사람들보다잘

사용하는 편이다, ②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제공

하는 기능을 잘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③나는새로운기술이나제품의활용방법을스스로습득

하는 편이다, ④나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

를 잘 수집하는 편이다.

4.2.3 혁신성향
이용자들의혁신성향을측정하기위한도구는최민욱

[33]의 연구에서사용된총 4개의문항들로 Likert형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를사용하여측

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나는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시도해 보기를 좋아한다, ②나는

내 주위 사람들보다 앞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편이

다, ③나는어떤일을하는데있어서여러새로운방법들

을 시도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④새로운 매체나 신기술

이 등장하면 나는 가장 먼저 사용한 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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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플로우 경험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배재권과 권두

순[34], 박귀리와 박재진[2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을바탕으로본연구목적에맞게수정한총 3개의문항들

로 Likert형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들은 다

음과 같다. ①나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할 때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②나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

나가는것같다, ③나는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을하

다보면 종종 게임에 빠져들곤 한다.

4.2.5 지속적 이용의도
지속적 이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류지영과

윤각[35]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4개의 문항들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Likert형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나는 앞으로도 내가 이용

하고있는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을자주이용할계

획이다, ②나는 앞으로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소

셜 네트워크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③나

는 앞으로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 ④내가 이용하

고 있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 필요하다.

5. 연구결과
5.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확인해본 결과 <Table 1>과 같다.

먼저측정도구의타당도를확인하고자연구에사용된

모든 변수들을투입하여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들의 초기 공통성 값과 요인적재량은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겐 값 1.0이상인 요인이 5

개(지속적이용의도, 혁신성향, 자기효능감, 지각된즐거움,

플로우 경험)가 추출됨으로써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α 0.8이상으로대체적으로양호한값을보이는것으로확

인되었다.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Comm
unality

Reliabi
lity

item 2 .914 .879

.893
item 3 .873 .836
item 1 .861 .797
item 4 .715 .606
item 2 .873 .814

.862
item 3 .827 .763
item 4 .752 .676
item 1 .715 .646
item 2 .824 .769

.837
item 3 .799 .675
item 1 .788 .759
item 4 .652 .516
item 2 .817 .771

.820
item 1 .788 .653
item 3 .770 .691
item 4 .546 .632
item 2 .892 .824

.802item 3 .860 .808
item 1 .576 .598

Eigen value 6.497 2.916 1.806 1.402 1.091 - -
% of
Variance

34.197 15.350 9.505 7.377 5.741 - -

Cumulative
%

34.197 49.547 59.052 66.429 72.170 - -

KMO(Kaiser-Meyer-Olkin)=.847, Bartlett test χ2=2717.554(df=171,
p<.001)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5.2 연구가설 검증결과
5.2.1 연구가설 1 검증결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 B S.E. β t

constant .923 .266 3.476**

perceived
enjoyment

.623 .079 .454 7.928***

R=.454, R2=.206, adj R2=.203, F=62.856(p<.001), ***p<.001, **p<.01

<Table 2> Effect of perceived enjoyment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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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t=7.928, p<.001). 즉, 지각된 즐거움이 높

을수록(β=.454) 지속적 이용의도가 높아지며, 지각된 즐

거움이 지속적 이용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0.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5.2.2 연구가설 2 검증결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로우 경험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같다. 매개효과의검증은 Baron & Kenny[36]에 의

해 제안된 3단계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Sobel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1.704로 나

타나기준값 2에근접하여자기상관없이독립적인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 지수를 살

펴본결과, VIF 지수는 1.377로 10보다작게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726으로 0.1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다중공

선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플로우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독립변

수가매개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 Step 1에서지각

된 즐거움은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t=9.526, p<.001), 지각된 즐거움이 높을수록(β=.523) 플

로우 경험도 높아졌다.

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Step 2

에서지각된즐거움은지속적이용의도에유의한영향을

주었으며(t=7.928, p<.001), 지각된 즐거움이 높을수록(β

=.454) 지속적 이용의도도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Step 3에서는 독립

변수와매개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

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지각된즐거움이지속적이

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t=5.289, p<.001),

매개변수인플로우경험도지속적이용의도에유의한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004, p<.01). 특히 이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2단계(β=.454)보다 3단계에서(β

=.350) 더 작게 나타남으로써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848(p<.01)로 유의하였으

며,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Step β t R2 F

step1
perceived enjoyment →
flow experience

.523 9.526*** .274 90.753***

step2
perceived enjoyment →
continuous use intention

.454 7.928*** .206 62.856***

step3
perceived enjoyment →
continuous use intention
flow experience →
continuous use intention

.350 5.289***

.235 36.905***

.199 3.004**

Durbin-Watson’s d=1.704, ***p<.001, **p<.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5.2.3 연구가설 3 검증결과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

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 B S.E. β t Tolerance VIF

constant 1.716 .265 6.472***

self-
efficacy

.191 .085 .167 2.258* .689 1.452

innovativeness .194 .081 .178 2.404* .689 1.452

Durbin-Watson’s d=1.707
R=.304, R2=.093, adj R2=.085, F=12.297(p<.001), ***p<.001, *p<.05

<Table 4> Effect of the user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결과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1.707로 나

타나기준값 2에근접하여자기상관없이독립적인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 지수를 살

펴본결과, VIF 지수는 1.452로 10보다작게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689로 0.1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다중공선

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확인된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자기효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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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258, p<.05), 혁신성향(t=2.404, p<.05) 모두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β=.167), 혁신성향이 높을수록(β

=.178) 지속적 이용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5.2.4 연구가설 4 검증결과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

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로우 경

험에의해매개될것이라는연구가설 4를검증하기위하

여 Baron & Kenny[36]에 의해제안된 3단계회귀분석방

법과 Sobel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이용자들의자기효능감이모바일소셜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로우

경험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1의 검증결과

는 <Table 5>와 같다.

결과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1.604로 나

타나기준값 2에근접하여자기상관없이독립적인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 지수를 살

펴본결과, VIF 지수는 1.085로 10보다작게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922로 0.1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다중공선

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플로우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독립변수

가매개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 Step 1에서자기효

능감은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t=4.520,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290) 플로우 경험도

높아졌다.

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Step 2

에서자기효능감은지속적이용의도에유의한영향을주

었으며(t=4.295, p<.001), 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β=.266)

지속적 이용의도도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Step 3에서는 독립

변수와매개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

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지속적 이용

의도에유의한영향을주고있으며(t=2.828, p<.01), 매개

변수인플로우경험도지속적이용의도에유의한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5.463, p<.001). 특히 이때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가 2단계(β=.266)보다 3단계에서(β

=.173) 더 작게 나타남으로써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결과, z=3.496(p<.001)으로유의하였

으며, 따라서 연구가설 4-1은 지지되었다.

Step β t R2 F

step1
self-efficacy →
flow experience

.280 4.520*** .078 20.434***

step2
self-efficacy →
continuous use intention

.266 4.295*** .071 18.450***

step3
self-efficacy →
continuous use intention
flow experience →
continuous use intention

.173 2.828**

.174 25.211***

.334 5.463***

Durbin-Watson’s d=1.604, ***p<.001, **p<.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둘째, 이용자들의 혁신성향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로우

경험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2의 검증결과

는 <Table 6>과 같다.

결과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1.650으로

나타나기준값 2에근접하여자기상관없이독립적인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 지수를

살펴본 결과, VIF 지수는 1.028로 10보다 작게 나타났으

며, 공차한계는 .973으로 0.1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다

중공선성에도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 플로우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독립

변수가매개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 Step 1에서혁

신성향은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t=2.584, p<.05), 혁신성향이 높을수록(β=.164) 플로우

경험도 높아졌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tep 2

에서혁신성향은지속적이용의도에유의한영향을주었

으며(t=4.378, p<.001), 혁신성향이 높을수록(β=.271) 지

속적 이용의도도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Step 3에서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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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매개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

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혁신성향이 지속적 이용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t=3.638, p<.001), 매개

변수인플로우경험도지속적이용의도에유의한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5.895, p<.001). 특히 이때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가 2단계(β=.271)보다 3단계에서(β

=.214) 더 작게 나타남으로써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360(p<.05)으로 유의하였

으며, 따라서 연구가설 4-2는 지지되었다.

Step β t R2 F

step1
innovativeness →
flow experience

.164 2.584* .027 6.678*

step2
innovativeness →
continuous use intention

.271 4.378*** .073 19.171***

step3
innovativeness →
continuous use intention
flow experience →
continuous use intention

.214 3.638***

.191 28.276***

.347 5.895***

Durbin-Watson’s d=1.650, ***p<.001, *p<.05

<Table 6> Medi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6. 결론 및 논의
본연구는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모바일소셜네

트워크 게임에 대해 이용자들의 특성과 플로우 경험, 지

각된 즐거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진행 되었다.

연구결과첫째, 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에대한지

각된 즐거움은 게임 이용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적 속성을 지닌

게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게임이란 본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재미와 흥미, 호기

심 등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이용하는 콘텐츠

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특히이와같은결과는품

질과자기결정성요인을중심으로모바일소셜네트워크

게임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

행했던 염동섭과 박경하[37]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

로맥을같이하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이들은연구

에서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품질의하위요인들중

유희성요인이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부분에대해

‘게임은본질적으로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적 기능

을수반하고있기때문에게임콘텐츠제작시이용자들

이즐거움과재미요소를강하게느낄수있는품질의속

성을갖도록제작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힌바있다. 따

라서본연구의이러한결과역시이용자들의지속적이

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재미 요소가 강한

게임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특성 즉, 자기효능감과 혁신성향 모두 게임 이용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있

어 이용자들의 특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해석할수있다. 즉, 새로운제품이나기술에대

해누구보다잘사용할수있다는신념이나믿음의정도,

타인에비해새로운것을먼저수용하고자하는성향등

의 개인적 특성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에 대한 지속

적 이용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 콘텐

츠를 개발하거나 개발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전

략수립시이와같은이용자들의특성을적극적으로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모바일소셜네트워크게임에대한지각된즐거

움과 이용자 특성 즉, 자기효능감과 혁신성향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플로우 경험이 매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로우 경

험이라는몰입이게임을이용하는이용자들에게있어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게임은 몰입성이 강한 콘텐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며, 따라서게임콘텐츠개발에

있어이와같은이용자들의몰입감을최대화할수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동안 게임 관련 연구들이 기술·

공학적 관점의연구들로 주를 이루고있는것과 PC기반

의 사용자 중심 게임 연구들에서의 탈피를 통해 모바일

을기반으로한사용자중심의연구로서기존게임관련

연구 영역의 확장이라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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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은학술적의의와함께게임산업의지속적인발전

을위한양질의게임콘텐츠개발이나마케팅전략수립

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 있는 실무적 시

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

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

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콘텐

츠진흥원의 ‘2017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38]’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특성에 있어 성별

에 따른 이용률은 차이가 없으나, 연령대에 있어서는 30

대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특성

을고려해연구를진행함으로써연구결과에대한일반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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