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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용자가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영향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치,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의 독립변수들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이용의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델과 가설을 개발하였다. 104명의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 프로

그램인 Partial Least Square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기대일

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만족은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즐거움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만족은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과 지속 이용 의도 사이에서 완전매개를 

수행하여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게임 업체들에게 이용자 

만족을 통하여 지속적 이용이 일어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응용분야는 게임 

산업 전반과 게임 제작사들이 해당된다. 또한 마케팅과 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변수들을 도입하여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이용의도를 설명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도와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게임, 가치,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 이용자 만족, 지속 이용 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r’s continuous usage 

intention of computer games.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which shows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value, expectation confirmation, perceived enjoyment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To test the six hypothes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04 

respondents, and hypotheses tests as well a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a 

partial least square analysis tool.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 showed that expectation confirm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also ha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he game user’s continuous usage intention. Perceived enjoyment showed a highly strong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In addition,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full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 confirmation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and perceived enjoyment and 

continuous usage intention respectively. This result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hat continuous 

usage intention occurs through user satisfaction, and also indicat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for 

the game industry.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ritical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marke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domains in order to explain continuous usage 

intention of comput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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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국내 게임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5조 

5,750억원에서 21.3% 증가한 18조 8,855억원으로 나

타났으며, 2021년에는 20조원의 매출 규모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전체 시장의 성장 속에서도, 

게임산업은 2019년 WHO가 게임 중독을 ‘게임 이용 장

애’(gaming disorder)란 질병으로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게임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등 게임 산업의 위

기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게임 기업의 양극화로 

몇 개의 대형게임사들은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

면에 중소 게임사들은 파산이 확산되어 전반적인 산업기

반이 약화되고 있다[2]. 게임기업의 입장에서는 게임이 

출시된 후 이용자들에게 계속 인기를 얻어 게임이 지속

적으로 이용되어야 수익성이 올라가고 사업을 유지하여 

성장할 수 있다. 게임이 인기를 얻고 이용이 지속되려면 

우선 게임을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할 것

이다[3].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이

는 영향요인을 발견하고, 이용자 만족이 게임 이용자들

의 이용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특히 이용자 만족과 지속적 이용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념과 행동 의도 사이를 설명

하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4], 마케팅에서 구매 이전에 소비자가 가지는 기대 

수준과 사용 후 지각된 제품 품질을 비교한 차이에 의해 

소비자 만족이 결정된다는 Oliver[5]의 기대일치 이론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그리고 제품 품

질 뿐만 아니라 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편익적 평가

가 만족이나 재구매 의도를 결정한다는 Zeithaml[6]의 

고객가치(customer value) 이론에 근거하여 게임에서

의 이용자 만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게임의 재이용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모

델로, 사람의 행동은 행위 의도에 결정되는데[4], 행위 

의도는 다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리고 태도는 개인이 가지는 신념과 평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적 행동이

론에 근거하여 Davis[7]는 개인의 정보 기술 수용 행위를

설명하는 정보 기술 수용모델(Theory of Acceptance 

Model: TAM)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지각된 유

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이용 용이성

(perceived easiness)을 기술 수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주는 핵심 변수로 파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

라는 정보 기술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정보 기술 수용 모델에 근거하여 영향 변수

를 설정하고자 한다. 

Oliver[5]의 기대일치 이론은 소비자의 만족 수준 결

정에 객관적인 제품 품질 뿐 아니라 제품 사용 전에 가지

는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소비자는 사

전에 제품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데 실제 

객관적인 성능이나 품질이 이러한 기대를 넘어서거나 최

소한 일치할 때 소비자는 만족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불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대일치는 소비

자의 재구매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정보기술(Information Systems: IS) 분야

에서는 Bhattacherjee [8]가 처음으로 기대 일치 이론

을 도입하여 기대 일치가 IS 이용에 대한 만족을 결정하

고, 다시 만족이 IS의 지속적 이용을 결정한다고 파악하

였다. 특히, 게임 이용은 이용자가 사전에 가지는 기대가 

이용 후의 만족에 크게 작용하는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대일치

가 게임 이용자의 이용자 만족과 이용 의도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케팅의 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소비자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는 제품 성능이나 품질 보다 제품 구매 비용을 고

려한 고객 가치가 만족과 재구매 의도를 결정한다고 판

단하였다[6,9,10]. 게임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사용료 

등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이용에는 

성능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편익만이 아닌 금전적 비용을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개발된 고객가치 

개념을 원용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객가치가 

게임 이용자의 만족과 지속적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와 같은 게임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 지

속성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

는 연구배경을 가지고 있다. 게임의 이용자가 게임을 지

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게임 개발사에게는 기업의 존속

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게임의 이

용자 만족과 지속적 이용 의도를 IS 분야에서 이용 의도

를 설명하는 기술 수용 모델, 마케팅에서의 소비자 만족

과 재구매 의도를 설명하는 기대 일치 이론, 그리고 고객

가치 개념을 사용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현재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게임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527

정보 시스템과 마케팅 분야의 이론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게임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중소

게임사의 영세성과 위기를 살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게임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을 설명하기 위

하여 합리적 행동이론, 기대일치 이론, 그리고 고객가치 

개념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1 가치(Value)

2.1.1 가치 개념 및 선행연구

가치의 개념은 구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6]. 품질과 같은 플러스적 요인과 함께 이에 희생된 

마이너스적 요인인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편익적 

개념이 소비자 가치의 개념이다[11]. 제품 사용에는 비용

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희

생하는 비용에도 관심을 가진다[6,11]. 따라서 제품의 품

질이 우수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높은 

경우 제품에 대한 만족과 재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다[10,11]. Zeithaml[6]은 이렇게 소비자가 가지는 총 

혜택(제품, 서비스 등 가치)과 총 비용(화폐, 노력, 시간 

등)의 차이를 고객가치로 설정하고, 가치가 고객만족의 

주요 영향 요소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고객가치가 있

다는 것은 고객이 지불하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가치가 있을 때 고객은 계속 제품을 

구매하여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고

객가치의 창출은 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며, 구매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할 수 있다[12].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가치는 여러 학자들이 중요하게 

언급해왔다[6,10-13]. Zeithaml[6]의 지각된 가치는 가

장 널리 인정받는 것으로, Zeithaml은 고객가치를 제공

된 가격과 품질 사이의 상쇄, 또는 지불한 것에 대하여 

얻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odds et al.[10]은 가치를 지

각된 품질과 지각된 희생 간의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Anderson and Narus[11]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하여 경제, 사회, 기술,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이 지불

받는 모든 순편익의 차이를 화폐단위로 환산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들 두 연구는 가치에서 고객이 지불

하는 희생으로 제품 가격을 주요 요소로 설정하였다. 

고객가치가 소비자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Hellier et al.[14]과 

Patterson and Spreng[15]는 고객가치가 만족과 재구

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상

현과 오상현[13] 역시 미용 서비스와 은행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객가치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

치고, 이 두 변수는 다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고객가치가 재구매 

의도의 핵심 변수임을 밝혀내었다. 

IS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정보제품의 사용을 마

케팅에서의 구매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고객가치가 

어떻게 정보제품 사용에 대한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16-18]. Lin et al.[16]은 

IPTV의 시청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이용자 만족과 

시청 지속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용자 

만족은 시청 지속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정섭과 장시영[17]은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

를 TAM에서의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용이성과 대등한 

위치의 신념 변수로 파악하고, 지각된 가치가 지식 경영

시스템의 이용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김상현 등[18] 역시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제반 외부 변수를 밝혀내고, 이중 지각된 가치가 지

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2.1.2 가치에 대한 연구가설

이러한 마케팅과 IS 분야에서의 지각된 가치 연구 결

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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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는 이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 이용 의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 기대일치(Expectation Confirmation)

2.2.1 기대일치 개념 및 선행연구

기대일치는 기대와 비교하여 품질을 판단하는 경험 후

의 판단으로 만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19]. 기대일

치 이론은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의 만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으로, 본연적인 성능이나 품질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용자가 가졌던 기대수준이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5,19,20]. 즉, 기대수준이 

비교대상이 되어 준거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liver[19]는 실제 사용 결과와 사전 기대의 괴리를 기

대일치라는 구성개념으로 설명하고, 성능이나 품질이 기

대보다 높은 기대일치가 일어나면 만족이 증가하고, 반

대로 성능이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족이 

증가한다는 기대일치 이론을 제창하였다.

이후 마케팅, 행정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기대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

다[20,21,22]. 특히 Oliver and DeSarbo[20]은 기대, 

성과, 그리고 기대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정

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기대일치가 만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다음으로 성과와 기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Bhattacherjee[8]는 IS 분야에서 처음으로 기대일치

라는 신념변수를 정보시스템 사용 만족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영향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는 기대일치 이론과 

TAM을 혼용하여 기대일치가 정보제품의 초기 사용 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이용 만족은 기

대일치와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만족에 의해 IS의 지속적 이

용의도가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IS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기대일치 이론을 도입하여 기대일치가 이용자 

만족과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

였다[16,23-29]. 

Lin et al.[23]은 인터넷 웹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기대일치가 이용자 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용자 만족은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찾아 Bhattacherjee[8]의 연구모형을 검증하

였다. 이후 Thong et al.[24]은 홍콩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대일치가 이용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다시 이용 만족은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Lin et al.[16] 역시 

대만의 IPTV 시장에서 기대일치가 시청자 만족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고, 만족은 다시 지속적 시청 의도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Stone and 

Baker-Eveleth[25] 역시 e-book의 사용에서 기대일치

가 이용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시 만족이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대일치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 최수정[26]은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기대일치가 이용 만족에, 다시 이용 만족은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한 김효정과 나종연[27]도 833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폰의 위치기반 서비스 만족 조사에서 기대일치는 긍정적

으로 이용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었으며, 만족은 다시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

하였다.

2.2.2 기대일치 및 만족에 대한 연구가설

이러한 마케팅의 이론적 근거와 IS 분야에서의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이용자의 기대일치는 이용자 만족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H4: 이용자 만족은 지속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3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2.3.1 지각된 즐거움 개념 및 선행연구

지각된 즐거움은 개인이 행위 자체에 목적을 가지며, 

결과에 관계없이 지각하는 즐거운 정도를 말한다[30]. 

Davis[7]의 TAM 제시 이후 Davis et al.[30]은 정보시

스템의 수용은 동기(motivation)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동기를 외재적(extrinic) 동기와 내재적(intrinic) 동기로 

분류하였다. 외재적 동기가 근무실적, 급여, 승진과 관련

한 목적 지향적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이 대표적 예라고 

한다면, 내재적 동기는 행동, 또는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인

변수로 즐거움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Heijden[31]은 같은 선상에서 정보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수용의 영향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파악하여, IS

를 실용적(utilitarian) IS와 쾌락적(hedonic) IS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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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쾌락적 IS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즐거움(enjoyment)이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Venkatesh et al.[32] 역시 확장 기술 수용 

모델(extended TAM)을  발표하면서 이용 의도의 주요 

변수로 쾌락적 동기를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IS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 핵심변수로 널리 알려져 있으

나, Heijden[31]의 실용적, 쾌락적 IS 구분 이후 월드와

이드웹(WWW)[33],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24], SNS[26,34], 

소셜 게임[35,36], 가상 세계[37], VOD 서비스[38] 등 

쾌락적 성격을 가지는 다양한 IS에 대하여 지각된 즐거

움이 만족과 지속적 이용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Heijden[31]은 네덜란드의 영화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각된 즐거움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

과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 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IS의 종류(실용적, 쾌락적)에 따라 

기술수용을 결정하는 핵심 영향변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문지원과 김영걸[33] 역시 기존의 

TAM에 놀이성(playfulness)의 변수를 더한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놀이성 변수가 WWW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이용 의도를 가져오며, 회귀분석의 설

명력이 있어서 놀이성을 더한 확장 TAM이 기존의 TAM

에 비하여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hong et al.[24]도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모바일 인터

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즐거움이 이

용자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검증하였으며, 최수정[26]도 카카오 스토리를 대상으

로 이용자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에 지각된 즐거움이 영

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웅규[34] 역시 싸이월드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즐거움 

경험’이 ‘유용성 경험’ 보다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소셜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학과 

박철[35]은 즐거움이 영향변수 중 이용 만족에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염동섭[36]은 지각된 즐거움이 지

속적 이용 의도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각각 발

견하였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즐거움이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Pereira and 

Tam[38]은 VOD 서비스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 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반면에 지각된 즐거

움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아내었다.

2.3.2 지각된 즐거움에 대한 연구가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과 같이 쾌락적 정

도가 매우 높은 IS의 경우에는 내재적 가치인 지각된 즐

거움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5: 이용자의 지각된 즐거움은 이용자 만족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H6: 이용자의 지각된 즐거움은 지속 이용 의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기

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델링 분

석 툴인 PLS(Partial Least Squares)를 활용하여 확인

적 요인 분석과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PLS 는 잠재 개

념의 구성을 반영적 지표 또는 형성적 지표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 기법이다. PLS 는 비

정규성 조건에서도 잠재 개념의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잔차 분포와 표본의 크기에 크게 제약 받지 않는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9].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PLS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나 인터넷 은행 서비스 

이용 의도 등 행동 과학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40,41].

3.2 측정 항목

설문 조사에 활용한 측정 문항은 선행 연구들의 문항

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한 

설문 문항들은 박사 과정생 2명, 석사 학위자 3명, 일반

인 9명에게 설문 문항의 맥락과 직관적인 이해 여부를 

검토 받았다. 검토 후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최

종적으로 설문 항목을 확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지속 이용 의도’는 ‘I1: 나는 이 게

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할 것이다.’ ‘I2: 나는 이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I3: 다른 게임보다 이 게임을 계

속할 것이다.’ ‘I4: 가능하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

다.’ 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8,34,37]. 

‘이용자 만족‘은 ’S1: 이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S2: 이 게임을 하게 되어 기뻤다.‘ ’S3: 이 게임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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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1,34].

‘가치’는 총 5문항이며 ‘V1: 지불한 게임요금을 생각

해봐도 괜찮은 게임이다.’, ‘V2: 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V3: 이 게임요금은 비싸지 않다.’, ‘V4: 

이 게임은 재미있어서 게임요금이 아깝지 않다.’ ‘V5: 전

반적으로 볼 때 게임요금에 비해 이 게임은 가치가 있

다.‘ 로 구성 하였다[10,13,16].

‘기대 일치’ 는 ‘C1: 이 게임을 해 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좋았다.’ ‘C2: 이 게임의 수준은 내가 기대했

던 것 보다 더 높았다.’ ‘C3: 전반적으로 이 게임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로 구성하였다

[8,23,26].

마지막으로, ‘지각된 즐거움’은 총 4문항이며, ‘E1: 이 

게임을 하는 것은 즐거웠다.’ ‘E2: 이 게임을 하면 시간

이 빨리 갔다.’ ‘E3: 이 게임을 하면 재미있었다.’ ‘E4: 이 

게임을 하면 지루하지 않았다.’ 로 구성하였다.

3.3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구글 설문지 툴을 활용하여 설문 응답을 수

집하였다. 설문 요청은 게임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 네이

버 게임 카페에 게시하였다. 설문 요청 게시 글에는 본 연

구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

답자의 익명성 보장과 연구이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을 명시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글 설문 

링크도 포함하였다. 설문은 2022년 2월 10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총 105 개의 설문 

응답을 확보 할 수 있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1개를 제

외하고 104개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3.4 연구 대상

설문 조사로 수집된 응답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남

성이 76명(73.1%), 여성이 28명(26.9%)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10대가 25명(24%), 20대가 41명(39.4%), 30

대가 29명(27.9%), 40대가 7명(6.7%), 50대 이상이 2명

(1.9%)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 12명

(11.5%), 고등학교 졸업이 9명(8.7%), 대학교 재학 중이 

18명(17.3%), 대학교 졸업이 47명(45.2%), 기타가 18명

(17.3%)으로 나타났다.

4. 분석 결과

4.1 구성 개념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PLS 분석 툴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

여 구성 개념의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신뢰도를 평

가하였다. 분석 결과, V3를 제외한 모든 구성 개념의 요

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었

으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 또한 0.5 

이상으로 권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 개념들의 집중 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와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0.7 이상을 상회

하여 구성 개념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에 대한 내용을 Table 1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구성 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구성 개

념 간에 상관관계 값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구성 개념들은 서로 간에 명확

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Cronbach 
Alpha

CR AVE

Continuous 
Usage Intention

I1 0.946

0.956 0.968 0.883
I2 0.977

I3 0.913

I4 0.922

User 
Satisfaction

S1 0.925

0.891 0.932 0.820S2 0.892

S3 0.900

Value

V1 0.886

0.876 0.916 0.732
V2 0.761

V4 0.901

V5 0.867

Confirmation

C1 0.943

0.913 0.945 0.852C2 0.917

C3 0.908

Perceived 
Enjoyment

E1 0.911

0.897 0.968 0.883
E2 0.855

E3 0.896

E4 0.829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 CON SAT ENJ INT

VAL 0.856

CON 0.770 0.923

SAT 0.674 0.762 0.906

ENJ 0.788 0.761 0.868 0.873

INT 0.562 0.613 0.690 0.616 0.940

Notes: VAL: Value, CON: Confirmation, SAT: User Satisfaction, ENJ: 

Perceived Enjoyment, INT: Continuous Usage Intention

Table 2.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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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정

가설 검정 결과, 가치에서 이용자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인 가설1은 지지되지 않았으며(β = -0.165, t = 

1.870, p = 0.06), 가치에서 지속 이용 의도로 이어지는 

가설 2 또한 지지 되지 않았다(β = 0.218, t = 1.226, 

p = 0.221). 하지만, 기대 일치에서 이용자 만족으로 이

어지는 경로인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β = 0.309, t = 3.211, p = 0.001), 이용자 만족에서 

지속 이용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인 가설 4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627, t = 3.696, p = 0.000). 추

가로, 지각된 즐거움에서 이용자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

로인 가설 5 또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763, 

t = 9.747, p = 0.000). 반면에, 지각된 즐거움에서 지속 

이용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인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β = -0.079, t = 0.415, p = 0.678).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0.786 이었으며, 지속 이용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0.519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 결과를 Fig. 2와 

Table 3에 요약정리 하였다.

Fig. 2. Results of Hypotheses Test

Path (Hypothesis) Coefficient t-value p-value Result

Value → User 

Satisfaction (H1)
-0.165 1.870 0.06 Not Supported

Value → Continuous 
Usage Intention (H2)

0.218 1.226 0.221 Not Supported

Confirmation → User 
Satisfaction (H3) 

0.309 3.211 0.001 Supported

User Satisfaction → 
Continuous Usage 

Intention (H4)
0.627 3.696 0.000 Supported

Perceived 
Enjoyment → User 
Satisfaction (H5)

0.763 9.747 0.000 Supported

Perceived 
Enjoyment → 

Continuous Usage 
Intention (H6)

-0.079 0.415 0.678 Not Supported

Table 3. Summary of Hypotheses Test

본 연구는 이용자 만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간접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 일치가 

이용자 만족을 통해 지속 이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간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94, t = 

2.537, p = 0.011). 인지된 즐거움 또한 이용자 만족을 

통해 지속 이용 의도에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 0.478, t = 3.593, p = 0.000). 추가로, 본 연

구 모델에 기대 일치와 지속 이용 의도의 직접 경로를 추

가하여 분석한 결과, 기대 일치에서 지속 이용 의도의 직

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 

만족은 기대 일치와 지각된 즐거움에 대하여 완전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결론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게임의 지속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관련 변

수를 찾아내고자 한 연구로, 이를 위하여 기대일치 이론 

등 개인의 소프트웨어 수용과 관련 있는 제반 이론을 바

탕으로 가치,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 등의 외생변수와 

이를 매개하는 주요변수로 이용자 만족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104명의 게임 이용자들로 부

터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PLS 분석 툴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가설 1, 2의 이

용자가 게임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는 이용자 만족이나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가치가 소비자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마케팅의 여러 연구[13-15], 경영정보의 연

구들[16-18]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결과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

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게임에서 이용자가 인지

하는 혜택에 지불한 비용을 비교한 것으로 정의했기 때

문에 이용비용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치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인지하지 못 했을 수 있다. 현재 게

임 주 이용매체는 스마트폰이 60.8%를 차지하고 있다

[42]. 이용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작은 이용료를 지불하

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71.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 3의 기대일치는 이용자 만족에 유의하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애초에 게임에 가졌

던 기대가 충족될 때 게임 이용자는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기대를 넘어설 때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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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게 된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를 증명하며[23,28], 

게임 소프트웨어에서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

여 준다. 가설 4에서 설정한 만족이 지속 이용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많은 연구[8,24,25,28] 결과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

여 주었다. 지각된 즐거움에서 이용자 만족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설정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게임의 주 목적

이 게임 이용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즐거움을 찾기 위함

이란 일반적 사실을 생각할 때 만족에 대한 지각된 즐거

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기대일치 변수 보다 크게 나

타난 것은 타당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6의 경

우 지각된 즐거움이 게임 이용자의 지속 이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지각된 즐거움은 이용자 만족을 통하여 

지속이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결과적으로 게임의 가치와 지각된 즐거움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이용자가 이후 게임

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게임의 지속적 이용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되는 가치,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

의 세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통합적으로 설정하여 실

증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독립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

을 갖는다.

분석 결과의 측면에서, 세 개의 외생 독립 변수들은 

모두 궁극적인 종속변수인 지속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함의적 관

점에서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만족은 지속 이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만족이 외생 독

립변수와 지속 이용 의도 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기대가 일치되고 게임이 즐거워도 게임 이용자가 

만족하여야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사가 이용자의 만족을 높이는 것

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의 완전 매개변수 역할 규명은 본 연구

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연구의 실무적 기여도를 높

여 준다고 할 수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기대일치는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대일치가 제품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에도 적용된다는 여러 연구들[5,8,22-25]

의 결과가 게임 소프트웨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게임은 일반 소프트웨어

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이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가

지고 있다. 특히, 그래픽, 상호작용, 속도감, 스토리 등 

이용자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적인 소프트웨어 보다 기대가 만족에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대개 대형 게임의 출시 시 이용자는 언론 기사

나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때 기대관리가 중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에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은 필요하

나, 과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은 기대가 제품의 본원

적 품질의 초과하여 오히려 만족을 낮게 만들 수 있기 때

문에 게임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기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즐거움으

로 판명되었다. 이용자 만족에 주는 요인 중 지각된 즐거

움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으

로 게임의 이용이 즐거움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지각된 즐거움은 지속 이용 의도에는 직접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에 만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최종 종속변수인 

지속 이용 의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기대일치, 지각된 즐거움은 직접적으로 최종 종속변

수인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만족을 

완전 매개(full mediation)로 지속적 이용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게임 제작사의 입장

에서 보면 이용자가 계속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용자 만족을 높여야만 이러한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따라서 게임 설계 등에서 이용

자들의 게임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이러한 시사점에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개의 한계점

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게임의 가치가 만족

이나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이 많아서 일수 있다. 이용자의 이용비용에 따라 조사

자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파

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실제 지불 비

용에 따라 게임의 가치가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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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고 

거의 무료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구분하여 이용요금

에 따라 가치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하는 

조절(moderating) 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게임의 장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게임 장르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차이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게

임의 종류 또는 구분에 따라 이러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의 효과는 일

정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수용모델에서 핵심적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포함하

지 않았다. 이는 게임 이용에서의 이용자가 지각하는 주 

목적이 즐거움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유용성과 즐

거움이 게임 이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조사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 기술 

수용 모델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유용성을 함께 포함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에서 이용자가 추구하는 유용성이 일반 소프트웨어

와 어떻게 다른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

각된 즐거움 변수와의 차이에 대해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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