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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 게임 사용자들의 유저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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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게임 개발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R&D 비용을 낮추고 게임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이노베
이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들은 유저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정보나 스킬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저 커뮤니티는 
게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저 커뮤니티 참여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위험을 통합하여 연구 모형을 개발하
였다. 110명의 서든어택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안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PL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은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
만 지각된 위험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 참여 의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는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주관적 규범은 커뮤
니티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게임 개발업체 및 유통업체는 유
저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온라인 게임, 유저 커뮤니티, 합리적 행동이론, 지각된 위험, 융복합 

Abstract  Several game developers or publishers adopt open innovation strategies to reduce R&D costs and 
increase user loyalty about their games. User commun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users' interests 
in the game because they can share game information and skills in user communit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d key antecedents of game user participation intention in user community. We developed a research 
model by integrating perceived risk into theory of planned action. The theoretical model was tested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110 "Suddenattack" game users. Partial least squares (PLS) was utilized to analysis 
the research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ttitude toward community. However, contrast to our expectations, perceived 
risk has no signifi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njoyment, attitude toward community and 
participation intention. While attention toward community significantly influences community participation 
intention, social norm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it. The analysis results help game developers or 
publishers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and policies to increase user participation intention in use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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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  인터넷 기술 발달과 여러 온라인 게임 업체 

성장으로 온라인 게임은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 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과 같은 새로운 

게임 채  등장과 셧다운제 정책[1]으로 인해 2013년 국

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12년과 비교하여 19.6% 감소한 

5조 4,523억 원으로 역성장을 기록하 다.1) 비록 2014년 

온라인 게임 시장은 1.7%의 성장률을 보 지만 모바일 

게임의 성장과 셧다운제 정책 등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

은 낙 이 않다. 이로 인해 부분의 온라인 게임 회사

들은 험부담이 큰 새로운 게임 개발에 역량을 투입하

기보다 기존의 게임들을 효율 으로 운 하거나 업데이

트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형 신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 개방형 신

은 유  커뮤니티로 변된다. 유  커뮤니티에 참여하

는 사용들은 자발 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2, 3]. 사

용자들은 경제 인 혜택이나 지  재산권을 얻을 수 있

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 으로 그들 커뮤니

티에 속해 있는 유 들에게 무료로 자신들의 지식이나 

게임 스킬을 공유한다[4,5]. 온라인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개방형 신을 통해 마 , 거래비용 등을 일 수 있으

며, 온라인에서 고객과의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다[3, 6]. 재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꾸 하게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표 인 게임인 LOL, 서든어택, 피 온

라인3, 리니지, 던 앤 이터는 기부터 유 들을 한 

커뮤니티를 운 하 고, 수많은 유 들이 커뮤니티에 참

여하고 있다. 실제 피 온라인3, 서든어택 등은 자체 커

뮤니티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유 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 리니지와 같은 오래 부터 고정 유

들이 존재하는 게임의 경우 유 들이 자체 으로 커뮤

니티를 운 하여 서로 간의 정보나 지식 공유를 장려하

고 있다. 반면 지속 으로 인기가 없는 온라인 게임들은 

커뮤니티 리 부족이나 참여 유  조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한 최근 새로 개발된 온라인게임 역

시 커뮤니티의 요성을 인지하여 자체 으로 커뮤니티

를 구축하거나 외부에 아웃소싱을 맡겨 운 을 하고 있

지만,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유 들의 수가 다는 문제

에 착하고 있다. 만약 유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활

1) 대한민국 게임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화된다면 유 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에 한 정보

나 게임 스킬을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유 들은 게임에 한 애호도  게임 횟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7]. 따라서 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해서

는 유  커뮤니티의 특성에 한 철 한 분석을 바탕으

로 커뮤니티를 체계 으로 구축  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여구에서는 유  커뮤니티에서 유 들

의 참여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커뮤니티 특성 상 유

들 입장에서 커뮤니티 참여 의도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을 고려하 다. 커뮤니티

에 참여하여 게임 진행이나 게임 스킬에 한 도움을 받

을 수 있고, 게임에 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면 유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증가할 것이

다. 부분의 유 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게임에 

한 지식이나 게임 스킬을 습득함으로써, 게임을 조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커뮤니티 참여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상하 다. 한 커뮤

니티에 참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새

로운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것은 

게임에 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커뮤니

티에 한 지각된 유희성은 커뮤니티 참여에 한 태도

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부

정 인 효과도 살펴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상 

사용자들은 비 면 방식으로 서로 간 게임 정보나 스킬

을 공유하거나 친목을 다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으로 

인해 부정 인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를 들어, 커뮤

니티 안에서 부분 사용자들은 서로에 한 정보를 공

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한 비방이나 갈등이 유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 안에서 인간 계가 

악화될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획득한 정보나 지식

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유용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게임에 한 흥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각된 험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커

뮤니티에 한 태도뿐만 아니라 참여 의도에도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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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행동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바

탕으로 유 들의 커뮤니티에 한 태도, 주  규범이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쉽게 즐길 수 있으며, 혼자서

는 이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게임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서든어택(Sudden Attack)’을 상으

로 연구하 다. ‘서든어택’의 경우 15세로 연령제한이 있

으며, 총과 같은 무기 아이템에 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

문에 유 들의 요구사항도 다른 게임에 비해 많은 편이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들에게 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 효과 인 

략이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2. 연구 배경 

2.1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버를 통해 구동

하는 게임으로써, 같은 서버에 속해 있는 다른 유 들

과 함께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8]. 

Yang[9]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 한 정의는 많은 연구

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비디오게임이나 CD

를 구동하는 방식의 PC게임과 같은 콘솔 게임과는 달리 

친구 는 타인과 함께 게임을 이 할 수 있다는 에

서 기존의 게임들과는 차별 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

임 시장의 경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숙단계에 비해 

각 기업의 략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10]. 최근 모

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게임의 등장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작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개방형 

신을 통해 게임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게

임 산업에서 유  커뮤니티가 개방형 신을 수행할 수 

있는 요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8]. Han et al.[11]연구

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

가 게임에 한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했으

며, Jung et al.[12]에서도 커뮤니티 활용을 심으로 온

라인 게임 개발 략을 연구하 다. 재 온라인 게임 시

장에서 커뮤니티는 게임의 발 과 유 들의 게임 몰입을 

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은 ‘넥슨지티’에서 개발되어져 2005년 2월 11일부로 ‘넥슨

(Nexon)’, ‘넷마블(Netmarble)'에서 공동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슈  게임이다. 온라인 슈  게임의 경우 

원활한 게임 진행을 해서는 2인 이상의 유 가 모여야 

한다는 과 성별, 나이에 상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

다는 에서 상당한 이 을 지니고 있는 게임이다. 서든

어택 사용자들은 서든어택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스킬

이나 게임 진행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다.2) 

 

2.2 유저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공통의 심사를 갖고 상호작용하는 사

람들의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6]. Pisano 

and Verganti[13]는 커뮤니티를 사용자들이 문제를 해결

하고,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네트워

크로 정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  커뮤니티

를 신에 이바지하는 지식을 공유하고 유 들의 상호작

용에 의한 네트워크로 정의 내리고 있다[3]. Kwon and 

Kim[5]도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통의 심 주제를 바탕으

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을 다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 게임 기업 입장에서 유  커뮤니티는 유 들이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며, 이에 한 해결책을 제

시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게임 활성화를 해 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Hwang[14]연구에서는 커뮤니티를 발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으며, 유 들의 커

뮤니티에 한 소속감은 사용자 만족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 Park and Jung[7]에서는 커뮤니티 상호작용이 온라인 

게임 참여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밝 내었다. 하지만 

재 운 되고 있는 부분의 유  커뮤니티의 경우 유

들은 자신만의 정보를 커뮤니티 안의 유 들과 공유하

기를 원치 않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 집단 안에서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에서 많은 한계가 존

재한다. 한 지식을 공유하기 보다는 기존 지식을 얻기 

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고 하려는 경향 때문에 커뮤니

2) http://cafe.naver.com/suddenattackski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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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지식이 증가하지 못하기도 한다. Yu and Park[6]연

구에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정보효율

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정보 공유성에 

을 맞추어 외부의 유 들을 유  커뮤니티에 참여시

키거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 부분의 온라인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주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유 들의 커뮤니티 참가

를 독려하고 있지만, 유 들의 커뮤니티 참여에 한 연

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 들

을 유  커뮤니티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3 합리적 행동 이론

Fishbein and Ajzen[15]는 특정 행  의도는 행 에 

한 태도와 주  규범에 향을 받는다는 합리  행

동이론을 제안하 다. 행동에 한 태도 사용자들이 특

정 행동에 해 호의 인 정도를 의미하며, 특정 행동에 

해 호의 일 때 정  태도를 형성하여 행동의도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16]. 주  규범은 자신 주

의 집단의 의견이 개인의 지각에 미치는 향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주  집단의 신념에 따라 특정 

행 에 따라 향을 받게 된다[16]. 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에 해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커뮤니티에 참여할 가능성은 히 

어들게 될 것이다. 합리  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의 특

정 행동을 측하는 주요 측요인으로 행동의도를 주로 

고려하고 있다[17]. 이는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특정 행 에 한 행동

의도가 높아질수록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16]. 실제 여러 경  정보  서비스 경

 연구들에서는 합리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사용자들

의 행동의도를 측하 다. Hong et al.[18]에서는 합리

 행동이론을 용하여 모바일 커머스의 재구매 의도를 

측하 으며, Yang[19]에서는 확장된 합리  행동이론

을 용하여 미용성형  행동의도를 측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  행동이론을 용하여 유 들의 

커뮤니티에 한 태도와 주  규범이 유 들의 커뮤니

티 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3.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유 들을 커뮤니티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Fig.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 모형에서는 합리  행동 이론

을 바탕으로 지각된 험을 커뮤니티 참여 의도의 주요 

선행 요인으로 고려하 다. 한 커뮤니티에 한 태도

의 선행 요인으로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지각

된 험을 고려하 으며, 지각된 험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커뮤니티에 한 태도, 커뮤니티 참여 의

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Fig. 1] Research Model

3.1 지각된 위험

지각된 험은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효과로 정의된다[20]. 커뮤니티에서 습득한 

정보가 유용하지 않거나 커뮤니티 활동이 오히려 가상

실에서 인간 계를 악화시킨다면 커뮤니티 참여 의도나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부정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8]. 게임에 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유

들이나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유 들은 원활한 

게임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게임에 

한 정보가 없는 다수의 유 들은 커뮤니티 참여를 통

해 게임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지만 정보

를 공유하고자 하는 유 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한 커

뮤니티에 공유된 정보  게임 스킬 가운데 불필요하거

나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유 들이 커뮤니티

에 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 

습득을 목 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한 유 들은 오히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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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한 흥미를 잃거나, 지식 공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게임 안에서의 인간 계 역시 악화될 가능

성이 높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이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부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으며,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도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H1: 지각된 험은 지각된 유용성에 부(-)의 향을  

미친다. 

 H2: 지각된 험은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H3: 지각된 험은 지각된 유희성에 부(-)의 향을  

미친다.

 H4: 지각된 험은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

3.2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웹사이트에서 자신에게 필요

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21].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을 유 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정보가 게임 진행에 도

움이 되는 정도로 정의하 다. 특히, 유  커뮤니티에는 

많은 양의 정보나 지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

티 참여가 유용하다고 인지할 확률이 높다. 실제 

Yang[11]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은 커뮤니티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Lee[22]에서는 지각

된 유용성이 태도에 정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침을 보 다. 온라인 게임에서 유 들은 커뮤니티로부터 

얻은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다고 단된

다면, 커뮤니티를 참여하거나 꾸 하게 활동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커뮤니티에 정 인 태도를 형상할 것으로 상하 다.

 H5: 지각된 유용성은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3.3 지각된 유희성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희성을 커뮤니티를 참여함으

로써 얻는 즐거움 정도로 정의하 다. Venkatesh and 

Davis[23]에 따르면 특정 정보 시스템에 해 재미나 즐

거움을 느낀다면, 특정 시스템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고 하 다. Kim and Kang[24] 연구

에서는 유희 인 정보 서비스에 해 사용을 많이 할수

록 독에 빠질 확률이 증가함을 보 다. 만약 특정 커뮤

니티에 참여하여 서로 간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행 를 하는 것에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낀다면, 계

속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 것이다. 지각된 유희성은 사

용하면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유희  정보 

서비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도 커뮤니티의 지각된 유희성이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H6: 지각된 유희성은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3.4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

커뮤니티에 한 태도는 특정 행 에 해 정 이

거나 부정 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만약 유 들 입장에서 커뮤니티에 참여는 것이 정 이

거나 자신에게 이익으로 단된다면, 커뮤니티에 참여할 

확률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유  커뮤니티에 참여하

는 것을 부정 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한다면 커뮤니티 참

여 확률 역시 낮아질 것이다. Yang[25]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행  의도를 결정할 때, 커뮤니티에 한 태도가 유

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Lee[22]에서도 커뮤니티

에 해 정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은 그 지 않은 사

용자들보다 커뮤니티에 한 만족이 훨씬 더 높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에 참여에 한 주

요 선행 요인으로 행동에 한 태도를 고려하 다. 

H7: 커뮤니티에 한 태도는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3.5 주관적 규범

주  규범이란 주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해 정 인 시선이나 부정 인 시선으로 보는 것에 

한 개인의 지각 정도로 정의된다[26]. 사용자의 특정 

행동은 개 개인의 신념에 따라 결정되지만, 간혹 주  

집단의 향에 따라 결정 될 수도 있다[16]. 를 들어, 평

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주  친구들이 내가 커뮤

니티에 참여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커

뮤니티에서 활동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주  규범

은 주  집단의 생각에 한 개인의 지각 정도로, 개인에 

따라 행동 수행 여부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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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서비스 경  연구에서 주  규범과 행동 의

도 사이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  규범이 커뮤니티 참여 의도 형성

의 핵심 선행 요인으로 고려하 다. 

H8: 주  규범은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4. 연구 방법

4.1 척도 개발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에서 유 들을 커뮤니티에 참

여시키는 방안에 해 실증분석을 하기 해서 인터넷과 

오 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성 확보를 해 경 정보, 서비스 경 , 략 경

 분야의 기존 연구들에서 설문 항목을 도출하 으며, 

각 설문 항목은 유  커뮤니티 참여 환경에 맞게 수정되

었다. 설문 문항은 유  커뮤니티 참여 환경에 한 문항 

21개, 응답자 특성 악을 한 문항 4개로 총 25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졌으며, 7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은 

Lee[22]연구의 3개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 으며, 지각

된 유희성은 Yang[25]연구의 3개 설문 항목을 통해 재었

다. 지각된 험은 Yang[19]연구의 3개 설문 문항에서 

도출하 으며, 커뮤니티에 태도는 Yang[25]연구의 3개 

설문 항목을 참고하 다. 주  규범은 Yang[19]연구의 

3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재었으며, 커뮤니티 참여 의도

는 Park and Jung[7]연구의 연구에서 도출하 다.

4.2 설문 조사 수행 및 표본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

과 오 라인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 으며, 총 110부의 

설문이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온라인의 경우 20 를 

상으로 구  드라이 (Google Drive)을 활용하여 설문

을 진행하 으며, 오 라인의 경우 PC방에 방문하여 서

든어택을 하고 있는 유 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Table 1>와 같이 정

리하 다. <Table 1>의 응답자 특성 악 데이터를 살펴

보면 설문 상의 76.4%가 20 으며, 남성과 여성비율

은 79.1%, 20.9%로 남성이 압도 으로 많았다. 한 응답

자의 부분이 주 당 2시간 미만 게임을 한다고 하 으

며, 주 당 커뮤니티 속 횟수는 5회 속 미만이 110명 

 92명으로 설문 응답자의 83.6%를 차지한다고 밝 졌다.

Demographic Item
Subject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87 79.1%

Female 23 20.9%

Age
Less than 20 20 18.2%

More than 20 90 81.8%

Playing 

Frequency

per one week

Less than 1 times 57 51.8%

2-5 times 35 31.8%

6-9 times 8 7.3%

More than 10 times 10 9.1%

Playing

Times per 

one week

Less than 1hrs. 41 37.3%

1-2 hrs. 30 27.3%

2-3 hrs. 22 20.0%

More than 3 hrs. 17 15.5%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5.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해 Partial 

Least Squares(PLS) 그래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LS는 샘  사이즈와 잔차 분포에 향을 게 받는 장

이 있기에, PLS를 이용하여 측정 모형  구조 모형을 

검증하 다[27].

5.1 측정 모형

측정 모형에서는 각 변수들의 집  타당성, 신뢰성, 

별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집  타당성은 각 변수의 측정 

항목 요인 재량이 0.6 이상일 때 충족된다[28].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설문 문항 

가운데 RIS3을 제외한 모든 측정 항목이 기  값을 충족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IS3를 제외하고 분석하

다. 신뢰성의 경우 각 변수들의 합성 신뢰성 값과 평균 

분산추출 값이 0.7과 0.5 이상일 때 확보된다[29].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기  값을 충족하 기에 신뢰성 역시 확

보되었다. 마지막으로 별 타당성 확보를 해서는 각 

변수들의 평균 추출 분산의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들의 

상 계 값보다 커야 하는데 <Table 3>를 살펴보면 

별 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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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CR AVE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Loading 
t-value

Perceived

Usefulness
0.911 0.774

USE1 4.164 1.6784 0.8825 34.8633

USE2 4.445 1.7431 0.8648 29.1049

USE3 4.373 1.4830 0.8912 35.1473

Perceived

Playfulness
0.919 0.791

ENJ1 3.982 1.5854 0.9349 66.2381

ENJ2 4.027 1.6780 0.9234 66.9127

ENJ3 3.409 1.6496 0.8040 12.2175

Perceived

Risk
0.827 0.706

RIS1 3.645 1.6061 0.7941 3.4508

RIS2 3.309 1.6297 0.8729 4.0704

Attitude toward

Community
0.930 0.816

ATT1 4.418 1.3090 0.8696 26.2042

ATT2 4.100 1.4204 0.8979 38.6747

ATT3 4.373 1.3331 0.9404 79.4735

Social Norms 0.921 0.795

SN1 4.464 1.4819 0.8349 19.9036

SN2 4.555 1.6678 0.9157 45.9469

SN3 4.700 1.5178 0.9221 45.0560

Community 

Participating 

intention

0.929 0.815

JOI1 4.045 1.5046 0.9228 50.5834

JOI2 4.055 1.4261 0.9348 67.0130

JOI3 4.091 1.6675 0.8475 22.9284

<Table 2> Scale Reliabilities

[Fig. 2] Analysis Results

5.2 구조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300번의 리샘 링을 하 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를 [Fig. 2]에 제시하 다. 가설 검증 결과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은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정(+)

의 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각된 험의 경우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유희성,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도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커

뮤니티에 한 태도는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쳤으나, 주  규범은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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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RIS 0.840

2. USE -0.284 0.880

3. ENJ -0.240 0.512 0.889

4. ATT -0.228 0.686 0.590 0.903

5. SN -0.238 0.375 0.240 0.500 0.892

6. JOI -0.240 0.520 0.513 0.734 0.456 0.903

 (Diagonal elements are the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Validity

6. 결론

6.1 연구 시사점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과 같은 다양한 게임 채  발

으로 온라인 게임은 게임 시장에서의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한 온라인 게임 개발  운  기업 입장에

서는 새로운 게임 개발에 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게임을 개발하기에도 한계가 있

다.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 게임 업계는 유 들을 커뮤니

티에 참여시킴으로써, 유 들로부터 신 인 아이디어

를 얻어 기존의 게임을 발 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 유  커뮤니티에 참

여할 의도를 합리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 으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험이 커뮤니티 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은 커뮤니티에 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는 게임 유

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거나 재미를 느낀다면 커뮤니티에 해 정  

태도를 형성함을 시사한다. 사용자들은 커뮤니티에 참여

함으로써, 게임 진행에 필요한 정보나 게임 스킬을 획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함으로써 새로운 인간

계를 형성한다거나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얻

음으로써 해당 게임에 해 흥미를 느낄 수도 있다. 따라

서 온라인 게임 개발  운  업체들은 게임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해 지속 인 커뮤니

티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

나,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이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유희성, 커뮤니티에 한 태도, 커뮤니티 참여 의도

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 으나, 상

과는 다르게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커뮤니

티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함으

로써 존재하는 험에 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커뮤니티 안에서 생긴 문제는 단

순히 가상 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

제로는 커뮤니티에 해 부정  태도를 형성하지 않으며, 

한 커뮤니티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지각된 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

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험요소를 제

거하는 등 지속 인 커뮤니티 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한 태도는 참여 의도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주  규범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분석되었다. 이는 사용

자가 커뮤니티에 해 호의 인 태도가 있을 경우 커뮤

니티를 참여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족, 친구와 같은 주  집단의 의견은 커뮤니티 

참여에 미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6.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 한계 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별, 연령층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유 들을 상으로만 설문을 진행

하 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서든어택을 하는 

유 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설문장소를 PC방으로 한

정하여 진행하 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경

우 비용을 지불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

동보다 주로 게임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분의 유 들은 커뮤니티 활동에 해 평소 크게 고려

치 않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설문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110개로 최소 기 은 충족하 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 남성과 여성 비율이 79.1%와 

20.9%로 남성이 압도 으로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특성 

상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르게 고려하여 추후 연구 모

형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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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 슈  게임 유 들을 상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 하

지만, 게임 특성 상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

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아이템, 게임 진행 방향 등과 같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게임 장르를 상으로 연구 모

형을 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 으나, 상과 다

르게 지각된 험은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다. 추후

에는 지각된 험에 개인정보유출에 한 항목을 추가하

여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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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 삼성경제연구소 경 략실

․2015년 2월 : 서울여자 학교 사회과학 학 경 학과 조교

수

․2015년 3월 ～ 재 : 남 학교 경 학 조교수

․ 심분야 : 서비스 경 , 서비스 이노베이션, 기업 생태계, 소

비자 행동, IT 서비스

․E-Mail : kbsyu@y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