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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1년까지 중국 네티즌 수는 9억 8,370만 명에 

도달하여 2020년에 비해 8.6% 증가하였다. 2021년은 

2012년 이후 중국 네티즌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해였

다[1]. 이마케터(eMarketer)에서는 2020년의 중국 인

터넷 사용자 성장률이 4.5%에 불과한 것을 발표하였

다. 그러나 이는 2009년 이후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었다. 2021년 중국 네티즌의 성장률은 

3.6%까지 떨어졌지만 네티즌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

여 인터넷 보급률은 70.4%에 도달하였다.

2021년 상반기 중국 플레이어는 6억6,700만 명으

로 2020에 비해 1.38% 증가했다. 또한 게임 시장의 

실제 매출은 1,504억9,300만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모바일 게임에서 내적동기가 플레이어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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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osperity of Internet, the game industry is occuping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national
economic system. The study on the game industry which has been drawing eyes from researchers is
of great significance. Many scholars have done researches on game motivations，but the elements of
intrinsic motivation are still in the exploratory stage. This study determines the dimensions of t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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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f the game and the interaction system is of importance to enable players to gain a better gam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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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증가했다[2]. 이는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향후 발전 전망이 매우 넓으

며, 이 분야의 연구가 일정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현 단계 게임 산업은 아직 반전 초기에 머물고 있

다. 즉 전체 게임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

발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고 네티즌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므로 중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 연구는 전체적인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기 및 플레이어 경험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학자들이 플레이어의 만족도의 

방향에 몰두하고 있다. 동기와 플레이어 경험 간이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효과적인 척도를 통해 동기와 플레이어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 연구하였

다. 모바일 게임이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이 쉽다는 

특성으로 많은 플레이어가 즐기곤 한다. 따라서 기존

의 연구에 대해 분석 및 정리를 통해 본 고에서는 

게임의 내적동기를 성취, 사회적 상호작용, 몰입감,

현실 도피로 구성하였으며,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피로, 복귀 현실로 구성하

였다. 총 232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보다 과

학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21.0을 통해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내적동기의 정의

인간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추진력과 에너지를 연

구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동기부여라는 개념을 도

축하였다. 동기부여는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며 심리

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설 중 하나이다. 인간은 어

떤 특정 행동을 하려면 동기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동기는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

다. 동기에 대한 연구는 본능이론에서 비롯하여 충동

이론, 요구이론, 유인이론, 자기결정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3]. 학자 Ryan과 Deci가 제

안한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 행동에 관련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을 차지한다[4].

동기는 내적 표현과 외적 영향의 두 가지 주요 영

역으로 나눌 수 있다. Przybylski et al.(2009)은 게임 

플레이어에 대해 관찰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결

과에는 게임 플레어가 게임을 할 자유의지가 있는 

사용자('하고 싶은')와 특정 조건에서 게임을 해야 

하는 사용자('해야 하는')로 구분함을 발견했다[5].

학자 장예빛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게임 이용 동

기는 ‘소통/사회적 연결’, ‘현실 도피/현실회피’, ‘대안

적 실내 여가’, ‘시간 보내기’ 동기가 존재한다고 주장

하였다[6]. 이선옥은 게임 동기는 현실도피 동기, 공

격 동기, 도전․성취동기, 오락․소일 동기로 구분하

였다[7]. 한광현、김태웅(2005)은 모바일 게임 이용 

동기로 탈출, 사회적 상호작용, 도전감, 환상감과 각

성, 시간 보내기/기분전환, 접근 용이성을 꼽았다[8].

박조원、송요셉(2010)은 게임 이용 동기를 사회성,

게임 내 개성확보, 도피, 게임 능력 향상, 재미/흥미 

요인으로 보고, 오락/교육/심미/도피 경험에서 각 요

인들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9].

2.2 내적동기의 구성

Richard, Bartle(1996)은 ‘바틀 이론’을 제안하여 

게임의 내적동기를 살인, 성취, 탐험, 사교로 분류하

였다.

Nick Yee는 MMORPG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정

량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플레

이어가 게임에 참여하게 만든 동기에 대해 연구하였

다. 약 40개의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3,200개

의 설문 결과를 얻어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성분

으로 분석하여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하는 동기는 

성취도, 사회적 상호작용, 대입감이 세 가지 주요 요

인으로 정리하였다[10]. 또한   Bartle의 이론을 바탕

으로 정량적 분석 및 모델 최적화를 완성시켰다. 몰

입 경험은 게임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McKenna & Lee의 연구에 따르면 플레이어가 인터

넷 게임할 때 몰입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11].

Yee(2006)가 연구 및 발표한 게임 동기 10가지에

서 게임에 중독을 만든 3가지 동기는 성취 추구

(advancement), 사회적 동기(socializing), 도피(es-

capism)라고 하였다. 세 가지 동기 중 게임 중독에 

가장 일관된 결과를 가져온 주요 동기는 회피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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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동기에서 플레이어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Table 1에서 게임 내적동기 요소를 성취도, 사회적 

상호작용, 몰입감, 도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그

리고 모바일 게임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결과 분석

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 및 만족도 이론, 연구 문제와 

측정 도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 구축하

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변수가 인터넷 사용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게임 동기에 

의해 주도되는 행동이 감정적 경험을 얻기 위한 것이

며, '게임 동기-감정적 경험-감정 만족' 논리를 구성

하여 Fig. 1과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상의 제시한 내용에 따라 본 고에서는 Fig. 2과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다.

플레이어의 내재적 동기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

이고 내부에서 외부로 능동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상식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플레이어의 

Fig. 1. Game Motivation - Emotional Experience - Emotional Satisfaction Model.

Table 1. Influencing factors of intrinsic motivation in games [12].

variable Question

Advancement

Challenge yourself in the game.

Self-affirmation in the game.

Satisfaction in the game.

Self-worth can be realized in the game.

Show yourself fully in the game.

Competitive pleasure can be obtained in the game.

Social contact

Want to meet other players in the game.

In the game will help other players solve problems.

In the game, it can provide other players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game.

In the game, you can chat and exchange feelings with other players.

Get responses from other players in the game.

Immersion

You can fantasize about it in the game.

You can experience other life in the game.

You can pursue the desired world in the game.

Escape from reality

Do you often forget your problems and troubles in reality by playing games?

Do you often release the stress of daily life and work by playing games?

Escape from re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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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가

정하고 실험적 설문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게임 내적동기의 성취는 플레이어의 긍정

적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게임 내적동기의 성취는 플레이어의 부정

적인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게임 내적동기의 성취는 플레이어 피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게임 내적동기의 성취는 플레이어의 현실 

복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게임 내적동기의 상호작용은 플레이어의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게임 내적동기에서의 상호작용은 플레이

어의 부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7: 게임 내적동기의 상호작용은 플레이어의 

피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8: 게임 내적동기의 상호작용은 플레이어의 

현실 복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9: 게임 내적동기의 몰입감은 플레이어의 긍

정적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0: 게임 내적동기의 몰입감은 플레이어의 

부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게임 내적동기의 몰입감은 플레이어의 

피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게임 내적동기의 몰입감은 플레이어의 

현실 복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게임 내적동기의 현실 도피는 플레이어

의 긍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4: 게임 내적동기의 현실 도피는 플레이어

의 부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5: 게임 내적동기의 현실 도피는 플레이어

의 피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6: 게임 내적동기의 현실 도피는 플레이어

의 현실 복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3.2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는 수익 측면의 상위 3개 게임 중 무작위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왕의 영광이다

[13]. ‘왕의 영광’의 플레이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

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GEQ(Game Experience Questionnaire)는 IJssel-

steijn, Poels, de Kort(2008)가 개발한 측정 도구이

다. 3명 학자가 게임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나 

측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다고 하여 

GEQ를 개발하였다[14]. GEQ는 핵심 질문지（the

core questionnarire), 사회적 존재 모듈(The Social

Presence Module) 및 게임 후 모듈(the Post-Game

module)등 세 부분으로 나눈다. GEQ는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게임 경험

과 관련 연구하기 위한 후속 연구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게임 자체가 플레이어의 감정

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기존의 나온 게임 후 경험 척도(the Post-Game

module)에 따라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게임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피로 및 현실 복귀 등 4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17개의 

설문 항목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평가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즉,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

Fig. 2. The research model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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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2022년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

지 인터넷을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 링크를 

전송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253부 설문 결과를 수집

하여 유효한 설문지 232매가 수집되었으며 설문 효

율은 91.7%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에 통해 빈

도분석, 신뢰성 분석, 상관성 분석 회귀분석 등을 하

였다.

4. 연구 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2에서 설문지는 232부를 회수하여 이중 남

성 123명으로 전체 수의 53.02%를 차지했고, 여성은 

109명으로 전체 수의 46.98%로 적정한 비중을 차지

하였다.

4.2 신뢰성 분석

Cronbach alpha 계수는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법 중 하나이다. 신뢰도 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일

관성, 신뢰성 또는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검증한 데이터 결과가 높을수록 해당 문제의 신뢰도

가 높고 결과가 안정적이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값이 0.5 미만이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문 전체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신뢰성이 낮은 문항

을 제거해야 한다. Cronbach α값이 0.7 이상 0.8 미만

이면 신뢰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232).

Items Constituents Frequency (N) Percent

Gender

Male 123 53.02

Female 109 46.98

Total 232

Age

20 years old and below 43 18.53

21-30 years old 87 37.5

31-40 years old 61 26.29

41 years old and above 41 17.67

Total 232

Education

High school and below 78 33.62

Specialty 47 20.26

Undergraduate 73 31.47

Graduate and above 34 14.66

Total 232

Profession

Student 57 24.57

Staff 67 28.88

Civil servant 62 26.72

Individual businessman 42 18.81

Other 4 1.72

Total 232

Game days in a week

1 day and less 48 20.69

2-3 days 75 32.33

3 to 4 days 65 28.02

5 days and above 44 18.97

Total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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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8 이상 0.9 미만이면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상적인 신뢰도 결과는 Cronbach α 값이 0.9보다 

큰 것이다.

Table 3에서 내적동기에서의 성취, 사회적 상호작

용, 몰입감, 현실 도피의 Cronbach α값은 0.928, 0.922,

0.860, 0.852로 나타났다. 이 수치들은 Cronbach's

Alpha 계수 0.5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

로 판단될 수 있다.

Table 4에서 게임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피로 및 현실 복귀의 Cronbach

α값은 0.938, 0.928, 0.862, 0.860로 나타났다. 이 수치

들은 Cronbach's Alpha 계수 0.5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4.3 상관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수 간의 

친밀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

터 분석을 위해 Pe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r은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이

는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3가지 가능

성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플러스 상관, 마이너스 상관

관계, 비 상관관계이다.

Table 5를 보면 게임 내적동기와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 요소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내적

동기가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게임 내적동기의 4가지 요소

는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과 구체적인 상관성을 분석

해보면, 그 중 몰입감과 현실 도피는 플레이어의 긍

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에 성취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플레이어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4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성만 분석하여 이

는 상관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즉, 플레이어의 게임 내적

동기와 플레이어 게임 경험 간의 상관 정도를 분석하

였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게임 내적동기는 플

레이어의 게임 경험의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다중 선형 회

귀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더

욱 탐색하였다.

Table 6를 보면 게임 내적동기의 4가지 요소를 독

립변수로, 긍정적 감정을 종속변수로 선형 회귀 분석

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공식은 긍정적 감정 = 0.106 + 0.359 * 성취 +

0.347 * 사회적 상호작용+ 0.111 * 몰입감 + 0.150

* 현실 도피로 볼 수 있다, 모델 R 값은 0.899로 게임 

내적동기가 긍정적 감정의 89.9% 변화 원인을 설명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Game intrinsic motivation reliability statistics 

(Cronbach alpha).

Items Construct Cronbach α

Game Intrinsic
Motivation

Advancement 0.928

Socializing 0.922

Immersion 0.878

Escape from reality 0.852

Table 4. Gamer's gaming experience reliability statistics 

(Cronbach alpha).

Items Construct Cronbach α

Gamer's
gaming
experience

Positive emotions 0.928

Negative emotional 0.938

Immersion 0.860

Reality returns 0.862

Table 5. Pearson correlation.

Items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al Immersion Reality returns

Advancement 0.920** 0.820** 0.766** 0.822**

Socializing 0.923** 0.805** 0.771** 0.813**

Immersion 0.881** 0.785** 0.727** 0.793**

Escape from reality 0.879** 0.822** 0.77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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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적동기의 각 요소의 회귀계수 값은 0.359

(t=6.313, P=0.000<0.05), 0.347(t=5.887, P=0.000<

0.05), 0.111(t=2.308, P= 0.022<0.05), 0.150( t=3.190,

P=0.002<0.05)로 나타나, 이는 게임의 내적동기에서 

성취, 사회적 상호작용, 몰입감, 현실 도피가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7을 보면 게임 내적동기의 4가지 요소를 독

립변수로, 부정적인 감정을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분

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공식은 긍정적 감정 = 0.169 + 0.321 * 성취 +

0.098 * 사회적 상호작용 + 0.125 * 몰입감 + 0.391

* 현실 도피로 볼 수 있다. 모델 R 값은 0.726으로 

게임 내적동기가 부정적인 감정 변화의 72.6% 변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 내적동기의 각 요소의 회귀계수 값은 0.321

(t=3.201, P=0.002<0.05), 0.098(t=0.940, P=0.348>0.05),

0.125(t=1.472, P=0.142>0.05), 0.391(t=4.729, P=0.000

<0.05)으로 나타나, 이는 게임 내적 동기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몰입감이 부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취와 현실 도피는 부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8을 보면 게임 내적 게임 동기의 4가지 요소

를 독립변수로, 피로를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공식은 긍정적 감정 = -0.015 + 0.253 * 성취 + 0.284

* 사회적 상호작용 + 0.017 * 몰입감 + 0.430 * 현실 

도피로 볼 수 있다. 모델 R 값은 0.647이며, 이는 게임 

내적동기는 긍정적 감정의 64.7%의 변화 원인을 설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 내적동기 요소별 회귀계수 값은 0.253(t=

1.985, P=0.048<0.05), 0.284(t=2.154, P=0.032<0.05),

0.017(t=0.158, P=0.874>0.05), 0.430(t=4.096, P=0.000

<0.05)으로 나타나, 이는 게임 내적동기 몰입감이 피

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취, 사회적 

상호작용, 현실 도피는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9을 보면 게임 내적동기의 4가지 요소를 독

립변수로, 현실 복귀를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공식은 긍정적 감정 = 0.110 + 0.296 * 성취 + 0.143

Table 6.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ositive senti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Item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Sig.（P）

Constant 0.106 0.085 1.260 0.209

Advancement 0.359 0.057 0.359 6.313 0.000

Socializing 0.347 0.059 0.357 5.887 0.000

Immersion 0.111 0.048 0.118 2.308 0.022

Escape from reality 0.150 0.047 0.154 3.190 0.002

Dependent variable：Positive sentiment

R²=0.899, After correction R²=0.897 F=502.823, p=0.000, Durbin-Watson=1.924

Table 7.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negative senti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Item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Sig.（P）

Constant 0.169 0.149 1.134 0.258

Advancement 0.321 0.100 0.299 3.201 0.002

Socializing 0.098 0.104 0.094 0.940 0.348

Immersion 0.125 0.085 0.124 1.472 0.142

Escape from reality 0.391 0.083 0.375 4.729 0.000

Dependent variable：Negative emotions

R²=0.726, After correction R²=0.721 F=150.200, p=0.000, Durbin-Watson=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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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상호작용 + 0.145 * 몰입감 + 0.359 * 현실 

도피로 볼 수 있다. 모델 R 값은 0.725이며, 이는 게임 

내적동기는 긍정적 감정의 72.5%의 변화 원인을 설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 내적동기 요인별 회귀계수 값은 0.296(t=

2.959, P=0.003<0.05), 0.143(t=1.376, P=0.170>0.05),

0.017(t=1.711, P=0.088>0.05), 0.359(t=4.350, P=0.000

<0.05)으로 나타나. 이는 게임 내적동기 중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몰입감이 현실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며, 성취와 현실 도피가 현실 복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에서 내적동기가 플레이어

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연구 결과를 통해 성취와 현실 도피가 플레이어 

게임 경험의 4개 요소인 긍정적 감정, 부정적인 감정,

피로, 현실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플레이어 게임 경험 요소의 

부정적인 감정과 현실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감정과 피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몰입감은 

플레이어 게임 경험 요소의 부정적인 감정, 피로와 

현실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긍정적인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게임 제작에 있어 플레이

어의 몰입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 시스템을 개

선하는 것이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레이어의 성취와 현실 도피는 

게임 경험의 긍정적인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지만 부정적인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

라서 플레이어 자신의 동기부여가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게임 제작에

서는 플레이어의 동기부여 요구에 맞춰 중점적으로 

기획해야 성공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시간의 제한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

로 연구는 많은 보족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의 

표본은 젊은 직원과 재학생 등이 대상이며 표본 수가 

제한되어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쳐 연구 결과에 

편차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더욱 깊

Table 8.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fatigue as the dependent variable.

Item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Sig.（P）

Constant -0.015 0.189 -0.080 0.936

Advancement 0.253 0.127 0.210 1.985 0.048

Socializing 0.284 0.132 0.244 2.154 0.032

Immersion 0.017 0.108 0.015 0.158 0.874

Escape from reality 0.430 0.105 0.368 4.096 0.000

Dependent variable：Immersion

R²=0.647, After correction R²=0.641 F=104.001, p=0.000, Durbin-Watson=2.018

Table 9. Perform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regression real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Item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Sig.（P）

Constant 0.110 0.149 0.738 0.461

Advancement 0.296 0.100 0.274 2.959 0.003

Socializing 0.143 0.104 0.136 1.376 0.170

Immersion 0.145 0.085 0.143 1.711 0.088

Escape from reality 0.359 0.082 0.342 4.350 0.000

Dependent variable：Reality returns

R²=0.730, After correction R²=0.725 F=153.413, p=0.000, Durbin-Watson=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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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고들어 찾아야 하고 더 많은 변수가 샘플을 확

대시켜 연구 결론을 설득력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 eMarketer market research agency, http://

www.199it.com/ (accessed March 19, 2022).

[ 2 ] China Game Work Committee (GPC), China

Game Industry Research Institute Gamma Data

(2021), https://k.sina.com.cn/article_26348773

55_9d0d09ab040011b2k.html (accessed May

03, 2022).

[ 3 ] A.Q. Zhang, Research on Motivational Psy-

chology Towards the 21st Century, Master’s

Thesis of Central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Wuhan, 2002.

[ 4 ] R.M. Ryan and E.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

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J],” The American Psychologist, pp. 68-78,

2000.

[ 5 ] A.K. Przybylski, N. Weinstein, R.M. Ryan,

and C.S. Rigby, “Having to Versus Wanting

to Play:Background and Consequences of

Harmonious Versus Obsessive Engagement

in Video Games,” Cyber Psychology & Be-

havior, Vol. 12, No, 5, pp. 485-492, 2009.

[ 6 ] Y.B. Jang, “A Study on Online Game Usage

Motives and Online Game Over-Immers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Focused on Users in Their Twenties,” Journal

of the Korean Game Society, pp. 81-92, 2022.

[ 7 ] S.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Game Addiction and Game Motivation, Self-

Conso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2004.

[ 8 ] K.H. Han, T.W. Kim, and Y.K. Kim, “A Study

on the Use of Mobile Games by Adolesc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Us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Education, pp. 61-73, 2005.

[ 9 ] J.W. Park and Y.S. Song,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otivation for Using Online

Games on Experience Satisfaction,” Korean

Literature, Vol. 54, No. 5, pp. 131-154, 2010.

[10] N. Yee, “The Demographics, Motivations, and

Derived Experiences of Users of Massively

Multi-User Online Graphical Environments,”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Vol. 15, Issue 3, pp 309-329, 2006.

[11] W. Jane, K. T. Linda and R. Lisa，“The

Dimensionality and Correlates of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s,” Computer in

Human Behavior, Vol. 9. Issue 4, pp. 411-426,

1993.

[12] Table 1 shows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

tion in games analyzed in [Translations of

'MMORPG Player Motivation Study' By Nick

Yee (2007)].

[13] Data analytics company Sensor Tower, https://

www.bilibili.com/read/cv11968573 (accessed

July 01, 2021).

[14] W. Ijsselsteijn, W. van den Hoogen, C. Klimmt,

and Y. de Kort, “Measuring the Experience of

Digital Game Enjoyment,” Proceedings of

Measuring Behavior, pp. 88-89, 2008.



160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1호(2022. 11)

풍 정 위

2018년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

과 공학학사

2021년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토

리텔링학과 스토리텔링학

석사

2021년～현재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박사 재학

이 홍 매

2017년 호원대학교 한국어학과 

문학학사

2022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국

어교육학과 석사

2022년～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 재학 

김 치 용

1987년～2000년 8월 인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학

사 및 대학원 전산물리학

(멀티미디어 및 CG) 이학

석사/이학박사

1991년～2000년 인제대학교 컴퓨

터디자인교육원 실장

2000년～2003년 부산정보대학 정보통신계열 전임강사

2003년～2006년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학부 멀티미

디어디자인학전공 조교수

2007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Fellow
2012년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객원교수

2006년～현재,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 게임공학과 부

교수/교수

관심분야 : Multimedia Design, Computational Simula-
tion, VR/AR/AI, 메타버스, 디자인융합 및 3D애
니메이션, Digital Storyte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