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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에서는 MMORPG 게임의 길드 내에서 

사회적 지지가 캐릭터와 길드를 통해 플로우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MMORPG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한 결과 사회적지지 요인을 
발견하였고, 인터뷰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캐릭터통제력,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제시하였고, 매개변수로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플로우, 충성도를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WoW(WorldofWarcraft) 이용자 244 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체적인 연구모형의 구조적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EM)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밝혀냈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캐릭터 통제력은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캐릭터 동일시는 
자아존중감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드 동일시는 자아존중감과 
플로우,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Keywords: MMORPG, 길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동일시, 자아존중감, 포커스그룹인터뷰 
 
1. 서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급증으로 이용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게임의 네트워크화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게임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여가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게임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가상공동체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8].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임분야로는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이 있다. 게임상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가상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게이머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을 
하는 동안 협업과 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게임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31]. 길드(guild)를 통해서 게이머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는 요인을 
다룬 국내연구는 전무하며, 국외연구로는 초기단계 
수준이다[20][24][32]. 본 연구는 게임 환경과 게임에 
대한 인식변화로 게임 상에서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드를 중심으로 게이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길드 
 
온라인 게임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커뮤니티가 

MMORPG 게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룬 커뮤니티 
유형을 보면, 첫째, 게임업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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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둘째, 게이머들이 만든 커뮤니티 사이트, 
셋째, 게임 플레잉 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형성된 길드(guild)라 불리우는 커뮤니티가 있다. 
길드란 게임 상에서의 여러 게이머들과 언제나 함께 
실시간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형성된 가상 
커뮤니티이다[24][32]. 이상철 외[6]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언제나 함께 게임을 하는 길드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Jo et al.[20]은 길드란 
특정 게임을 위한 플레이어들의 커뮤니티라고 
정의했으며, 길드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두 
가지 전략인 통제강화전략과 상호작용강화전략을 
세워서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길드는 클랜(Clan: 
씨족, 일족, 당파)의 개념으로도 쓰이며, 길드 
구성원들 간의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길드 
인스턴스 메신저와 채팅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20]. 
Williams et al.[33]은 WoW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길드의 사회적 동태를 조사하기 위해 민속학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플레이어와의 길드의 유형학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길드생활을 
즐김으로써 증가되고, 게임 플레이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데, WoW 게임은 이러한 
사회성을 띄고 있는 게임임을 발견하였다[33].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길드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국외에서는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 상에서 
게이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길드형성을 
게임의 충성도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고 길드를 
중심으로 게이머들의 심리적 요인들과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은 

심리학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소로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Cohen and Hoberman[11]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고 정의하였고, Richter[26]는 
사회적 지지를 대인 관계적 지지와 동일시하면서 
정보적 지지, 물질적 도움,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House[19]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 관심(호의, 사랑, 연민), 수단적 
도구(재화, 용역),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Leavy[2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활용가능성과 그러한 관계들의 질로서 타인에게 
제공받는 모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ohen and Hoberman[11]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별 
유형을 ①정서적 지지, ②정보적 지지, ③도구적 지지, 

④평가적 지지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충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평가적 지지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가상커뮤니티 역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들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게 된다[29].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길드 

내에서 Cohen and Hoberman[11]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길드내의 
길드 구성원끼리 게임정보를 공유하고, 무료로 
아이템을 주거나, 고레벨의 게이머가 저레벨의 
게이머를 도와주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들을 
평가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 현상을 발견하였다.  
 
2.3 사회적 동일시 
 
사회적 동일시란 그룹 멤버십을 위해 그들 자신의 

감정적이고 가치 중요성을 가진 어떤 특정 
사회그룹에 소속되어있는 개인의 지식으로 
정의된다[9]. Mael and Ashforth[22]에 의하면 사회적 
동일시는 그룹분류를 위한 소속감에 대한 지각이며, 
개인은 그룹에 대해 활동적이거나 상징적인 멤버로 
인식한다. Bergami and Bagozzi[10]는 사회적 동일시 
개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는데, 가치있는 
그룹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동일시는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동일시 유지를 지속하는 
행위를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동일시이론에 
의하면 커뮤니티 동일시의 강도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집착을 반영하는 것이다[18][29]. 
커뮤니티의 동일시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들을 커뮤니티의 
필요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즉 
개인이 느끼는 커뮤니티 의식 증가는 커뮤니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동일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구 외[2]는 온라인 게임의 브랜드 
일체감이 게임의 충성도와 구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성연, 유승현[3]은 
웹사이트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수록 웹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웹사이트와 
자신의 동일시가 형성될수록 충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문식, 김유경[5]은 브랜드 
커뮤니티 동일시가 커뮤니티의 충성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유진, 김재휘 
[4]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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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인터넷 커뮤니티 동일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동일시 이론을 
토대로 캐릭터 동일시와 길드 동일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정도, 즉 자아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7].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도 중요한 
전제가 됨을 의미한다[13]. Maslow[23]의 동기화 
이론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욕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에 대한 존중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다. 자기에 대한 존중이란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능력, 신뢰감, 개인적인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 확신감을 가지며 자신이 능력있고 유용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의식, 무력감, 나약함 등을 경험한다.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란 수용, 주목, 평판, 인정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타인들로부터 좋게 인식되고 
평가받음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Maslow[23]는 건전한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실제 능력을 근거로 타인들로부터 얻어 낸 존경에 
근거하여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보다는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길드내에서도 길드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길드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FGI 는 양적조사의 가설설정과 예비적 자료수집을 
위한 기법으로 FGI 를 실시하기 전에 8 개월동안 
WoW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하였으며, FGI 를 실시하게 되었다. Williams and 
Skoric[34]은 게임관련 연구자들은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문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으며, 
게임언어를 해독하기 어렵고, 게임 메커니즘을 알 
수 없으며, 게임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환경의식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1 1차 FGI 실시 결과 
 

1 차 FGI 는 종족별,  이용서버별로 응답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인터뷰를 

했다. 연구초점인 길드의 측면에서 세 그룹 모두 
동질집단으로 별 다른 응답차이가 없으며, 종족별, 
이용서버별도 그룹간 응답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 형태(솔로잉/길드)에 따른 
차이로는 솔로잉보다는 길드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소속감을 느끼고, 길드원들의 지원을 
통해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이머들이 하나의 길드에 소속되어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다른 플레이어들을 
도와주고, 게임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며, 
무료로 아이템을 지원해주며, 길드원의 실수가 쉽게 
용서된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다른 플레이어들의 
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길드소속감을 인식하게 된다. Cohen and 
Hoberman[11]의 사회적 지지가 길드 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변수로써 적용하고자 한다. 1 차 FGI 의 결과를 
토대로 2 차 FGI 에서는 길드 내에서의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길드라는 사회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3.2 2차 FGI 실시 결과 
 

2 차 FGI 는 길드, 오프라인 모임 등에 초점을 
두고 인터뷰를 했다.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커뮤니티 
가입의 필요성들이 게임의 길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길드의 평판을 중요시하고, 게임을 쉽고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길드는 유대감과 소속감의 경우, 
신규 길드구성원이더라도 기존 길드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들이 신규 길드구성원에게 
쉽게 길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로써 
작용하며, 기존 길드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들이 
신규 길드구성원에게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에, 신규 
길드구성원은 빨리 유대감과 소속감이 생기며, 
사회적 동일시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길드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지지로 인해 
사회적 동일시와 자아존중감을 빨리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길드는 게이머를 
사회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길드의 
특성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길드구성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4. 연구모형과 가설  
 
4.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1][4][7][9][11][12][16][17][20] 

[22][25][27]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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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게임의 캐릭터는 나 자신을 상징하고 
나와 동일한 존재임을 지각 

[14][20]
[25] 동일시 

길드 멤버십을 위해 게이머 자신의 
감정적이고 가치중요성을 가진 특정 
길드에 대한 소속감 지각 

길드 [9] 
[23] 동일시 

자아 길드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 

[28] 
존중감 

게이머들이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상태 

[1][7] 
플로우 [17] 

길드를 탈퇴하지않고 계속 길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어도 쉽게 이동하지 않는 정도 

[2][20] 
충성도 [27]  

[그림 1] 연구모형  
 5.2 자료수집 방법 
4.2 가설  
 자료수집은 WoW 게임의 게이머들 중에 길드에 

소속된 게이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게임정보 
관련 사이트들 중에서 1~3위(랭키닷컴)에 해당된 
와우플레이포럼, 와우게임메카, 와우인벤을 통해서 
웹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와 FGI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설문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FGI에 응했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게이머들에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항목들은 수정�보안하였다. 
수집된 250부의 설문 중 24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캐릭터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사회적지지는 캐릭터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지지는 길드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캐릭터통제력은 캐릭터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캐릭터통제력은 길드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캐릭터통제력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6. 분석결과  캐릭터동일시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H9 캐릭터동일시는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1 표본의 특성 
H10 캐릭터동일시는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문 응답자 분포는 남성은 87.7%(n=214), 여성은 
12.3%(n=30)로 남자 게이머들이 많았고, 25-29세의 
대학생(36.9%)으로 나타났다. WoW 게임이용년수는 
3년 이상의 장기간 이용자이며, 캐릭터 수는 평균 
5개 이상(48.8%)으로 응답자들은 최고레벨인 
70레벨의 주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 
하루평균게임시간은 4~5시간(30%)으로, 주로 Heavy 
user(53.2%)들에 해당된다. 응답자 대부분은 
게임시간상 Heavy user에 해당되나, 자신을 Light 
user(52.5%)로 대답함으로써 Heavy user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함을 알 수 있다. 

길드동일시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H12 길드동일시는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길드동일시는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자아존중감은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자아존중감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플로우는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연구방법 
 
5.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2 신뢰성 분석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와 

FGI를 토대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일부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조정하였다(표1 참조).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연구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0.8이상으로 측정항목들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2> 신뢰성 분석 참고문

변수 조작적 정의 
헌 신뢰성계수 

변수 항목수 비고 
사회적 
지지 

게이머가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 

[11] (Cronbach’s α) 
0.924 3 캐릭터통제력 4,5번 제거 

게이머가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잘 
알고있고, 충분히 조작할 수 있으며, 
캐릭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캐릭터 
통제력 

[20] 
[25] 

0.883 5  사회적지지 
0.835 4 캐릭터동일시 4번 제거 
0.834 5  길드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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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0.864 4 4번 제거 
플로우 0.936 5  
충성도 0.901 5  

 
6.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설문항목들(cont1, sup1, sup2, sup5, cide1, cide5, gide3, 
gide4, gide5, flow4, flow5, loy1, loy5)을 제거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133.40, df=98, GFI=0.94, RMR=0.06, 
RMSEA=0.03, AGFI=0.91, CFI=0.99. NFI=0.97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변수들의 
개념신뢰도는 기준치인 0.7을 상회하고, AVE값도 
기준치인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각 연구변수들에 대하여 높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6].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 
항목 

표준 
부하량 

측정

오차
t값 개념 

신뢰도
AVE

캐릭터 
통제력 

cont2 
cont3 

0.98 
0.88 

0.05
0.22

17.55 
15.45 0.928 0.918

사회적 
지지 

sup3 
sup4 

0.89 
0.79 

0.20
0.38

16.31 
13.89 0.830 0.776

캐릭터 
동일시 

cide2 
cide3 

0.90 
0.96 

0.19
0.07

15.17 
16.41 0.930 0.920

길드 
동일시 

gide1 
gide2 

0.86 
0.90 

0.27
0.18

15.16 
16.26 0.873 0.842

자아 
존중감 

est3 
est4 
est5 

0.70 
0.82 
0.80 

0.51
0.33
0.37

11.66 
14.50 
13.94 

0.816 0.528

플로우 
flow1 
flow2 
flow3 

0.95 
0.97 
0.97 

0.11
0.05
0.06

19.74 
20.84 
20.59 

0.974 0.972

충성도 
loy2 
loy3 
loy4 

0.82 
0.90 
0.82 

0.33
0.19
0.33

14.92 
17.17 
14.81 

0.884 0.845

 
구성개념간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15]을 이용하였다. 모든 AVE값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표4 참조).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 
연구변수 AVE 1 2 3 4 5 6 
캐릭터통제력 0.918       
사회적지지 0.776 0.30      
캐릭터동일시 0.920 0.27 0.22     
길드동일시 0.842 0.40 0.65 0.19    
자아존중감 0.528 0.45 0.42 0.28 0.42   
플로우 0.972 0.31 0.39 0.15 0.59 0.61  
충성도 0.845 0.24 0.29 0.24 0.42 0.41 0.36

 
6.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정 
이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이 16개 경로가운데 

13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서 캐릭터 통제력(H1), 사회적 지지에서 
캐릭터 동일시(H2), 사회적 지지에서 길드 
동일시(H3), 사회적 지지에서 자아존중감(H4), 
캐릭터 통제력에서 캐릭터 동일시(H5), 캐릭터 
통제력에서 길드 동일시(H6), 캐릭터 통제력에서 
자아존중감(H7), 캐릭터 동일시에서 자아존중감(H8), 
캐릭터 동일시에서 충성도(H10), 길드동일시에서 
자아존중감(H11), 길드동일시에서 플로우(H12), 
길드동일시에서 충성도(H13), 자아존중감에서 
플로우(H1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도형 

 
이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GFI와 RMSEA가 
기준치에 약간 미달하나, 이를 제외한 RMR, AGFI, 
PNFI, NFI, NNFI, CFI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절대적합지수 모형 
부합도지수 x2 (p,df) GFI RMR RMSEA
평가기준 - ≥0.9 ≤0.1 ≤0.05 

분석결과 248.64 
(0.00,154) 0.89 0.1 0.06 

간명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x2 /df AGFI PNFI NFI NNFI CFI 
≤3.0 ≥0.8 0.6~0.9 ≥0.9 ≥0.9 ≥0.9 
1.61 0.84 0.73 0.95 0.96 0.97 

     
7. 결론 
 
이 연구에서는 MMORPG 게임환경에서 

길드를 중심으로 사회적지지가 캐릭터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중감을 
통해 길드 플로우 및 게임 충성도와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밝혀냈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캐릭터 통제력, 캐릭터 동일시, 길드 동일시,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캐릭터 통제력은 캐릭터 동일시, 길드동일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캐릭터 동일시는 자아존중감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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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 동일시는 자아존중감과 플로우,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연구방법으로는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했는데, FGI 
결과 사회적지지 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고, 실증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 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둘째, MMORPG 게임의 
길드환경에서 캐릭터 동일시, 길드동일시, 
자아존중감이 플로우 및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혀냈다. 셋째, 길드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가 길드에 대한 몰입과 게임에 대한 
충성도에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게이머들과의 협업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는 길드 
커뮤니티의 기능을 추가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게이머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경쟁형(30.7%, 75 명)보다는 사교형(69.3%, 
169 명)이었으며, 게이머들은 다른 게이머들에게 
고통을 주며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이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게임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둘째, FGI 결과, 응답자 모두 ‘타사의 
새로운 RPG게임이 출시되더라도 WoW를 계속 
이용하겠다’로 응답하여 강한 충성도를 
보였으며, 실증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WoW 게이머들의 강한 충성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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