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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de spread of smartphones and the growth of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reshaping the SNS (Social 

Network Service). Merging into other service areas and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with high profits, SNS is no 

more a service simply providing personal connections. Now SNS has positioned itself as a service platform. SNG (Social 

Network Game) is a new outcome utilizing SNS as a game platform and showing a rapid growth rat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number of SNG users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SNG user 

motivations lead to flow experience and future intention to use. For that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with 

smartphone us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flow experience functions as a mediator and user motivations indirectly 

affect intention to use through flow experience.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ons on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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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비롯한 IT  련 서비스의 속한 

발 과 고도화로 인해 미디어로의 근성이 용이

해 졌으며 사용자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

타났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세계 인 확산은 21

세기 매체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융합콘텐츠

를 탄생시켰다.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의 등장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 시켰으며 

이는 게임 콘텐츠의 생태계를 재편성하는 계기가 

되었다[15].

SNG는 게임 서비스에 문화콘텐츠가 목된 형

태로서 게임을 즐기며 사회 인 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인맥 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닐슨코

리안클릭은 ｢모바일 메신  기반 SNG의 이용 

황과 게임시장의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애니

팡, 캔디팡 등 스마트폰 기반의 SNG가 평소 게임

을 즐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해 스마트

폰 게임시장의 확 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한 SNG가 이용자 변을 확 하며 유통

망 성장  데이터 소비 유발 아이템으로서 통신

사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SNG는 SNS를 활용하는 간단하고 손쉬운 게

임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기존에 게임을 게 혹은 

이용하지 않던 계층을 게임시장에 진입하도록 하

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33]. 이는 SNG가 게임시

장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쉽게 근할 수 있는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SNG의 큰 매력으로 인식되

고 있다. 한 폭력 인 결보다는 기록에 의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며 공유와 소통의 기능이 뚜렷

하여 흡인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25]. 

 SNG는 첫 등장부터 폭발 인 인기를 리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SNS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각 받고 있다. eMarketer의 미국 온

라인게임 이용자 망치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등의 확산으로 모바일게임(73.5백만 명

→ 91.5백만 명)  소셜 게임(61.9백만 명→ 73.6

백만 명) 이용자 증가율은 각각 24.5%, 18.9%로 

가장 높게 망되기도 하 다.

<표 1> 미국 온라인게임 이용자 망치 

캐주얼
게임

모바일
게임

소셜
게임

콘솔
게임

2011년 89.5백만명 73.5백만명 61.9백만명 38.2백만명

2013년 97.3백만명 91.5백만명 73.6백만명 44.0백만명

증가율 8.7% 24.9% 18.9% 15.2%

주) eMarketer, “Online Gaming Audience：Lines 

Blur as the Market Grows”, 2011.

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 게임이용

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향후 국제 게

임시장의 주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게임 랫폼

으로 ‘모바일게임’(45.5%)을 가장 많이 지목하 다. 

이는 모바일게임에 한 이용자들의 심과 기

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30]. 이러한 상은 모

바일 SNS 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SNG 이용자 

수가 향후에도 꾸 히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SNG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온라인 게임

에 한 기존 연구는 Flow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용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느끼는 Flow

는 해당 게임에 한 만족도와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1, 22]. SNG 

련 최근 연구에서는 몰입에 향을 주는 요소들

에 한 탐구[9, 26], SNG의 특성이 Flow에 미치

는 향에 한 탐구 등이 이루어져 왔다[18]. 그

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SNG 이용 동기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용자 특성에 따라 Flow 경험과 SNG 사용이 

어떠한 향을 받는가에 한 탐구가 진행되지 못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G 사용자의 이용 동기 요

인 악과 더불어 게임 에 경험하는 심리  몰

입 상태인 Flow와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 최종

으로 Flow가 SNG의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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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고찰

2.1 소셜 랫폼

최근 스마트 폰  모바일 OS의 등장은 기존의 

컴퓨  패러다임을 획기 으로 변화시키는 환

이 되었다[13]. SNS는 스마트 폰이 확산되면서 PC 

기반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치기반 SNS, 소셜쇼핑, 

소셜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는 

인 라로 작용하고 있다[34]. 즉, SNS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나 커머스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SNS는 과거 인맥 리와 같은 단순한 서비스에

서 벗어나 한 단계 진화된 응용서비스를 통해 인

간 생활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변화로 인해 SNS는 기업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  새로운 사회  커뮤니 이션 인 라인 

‘ 랫폼’ 개념으로까지 발 하 다[34]. 소셜 랫폼

은 인간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셜화를 가능

하도록 하 으며, 물리 인 제약을 넘어 모든 것

이 연결되는 연결 사회로 발 하고 있는 사

회에서 그것의 향력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16]. 

 여기서 요한 개념은 바로 ‘소셜화’인데, 소셜

화란 정보통신기술의 작동원리가 기존의 하드웨어

(인 라) 심의 기술 의존  구조에서 사회  

계 심으로 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3]. 이

에 따라 사람들이 소셜 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부분의 인간행 는 

이용자 자신을 심으로 주변 인맥과의 사회  

계를 형성해가는 사회  계망에 놓이게 된다. 

게임 산업 역시 이러한 이슈에서 외는 아니며, 

SNS가 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가장 극명한 변화

를 겪고 있는 분야  하나가 바로 게임일 것이다.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SNS라는 새로운 랫폼

의 등장으로 최근 게임 업체들은 자사 게임 서비

스의 향력 확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용자 

유치 등을 목표로 커뮤니티 채  선  경쟁에 나

서고 있으며, SNS를 랫폼으로 하는 콘텐츠 개

발에 극 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최근의 로

벌 게임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콘솔 게임 부문의 

매출은 큰 폭의 감고세가 망되나 PC나 모바일

의 소셜 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 

부문은 지속 인 성장세가 측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소셜 랫폼에 기반한 게임콘텐츠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다[2]. 

2.1.1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최근 소셜 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게임 산업

에서도 역시 SNS에서 제공되는 게임콘텐츠가 새

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존의 시장 구

조는 변 을 겪고 있는 이다. SNG 장르의 성립

은 SNS를 게임의 랫폼으로 삼는 형식  기반에

서 출발한다[1]. SNG는 일반 으로 허구  시공간

을 배경으로 삼고 SNS에서 생성된 사회  계를 

토 로 하여 단순한 유형의 이를 반복하는 캐

주얼 게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31]. 

이 게 등장한 SNG는 소셜 랫폼과 연동된 게

임서비스로 커뮤니티와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

다는 요한 특징을 지닌다[6]. 미디어 문 리서

치업체 스크린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SNG의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7600만 달러에서 2010년 약 8억 

달러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 으며, 게임 업계에서

는 향후 그 이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징가의 성공에 힘

입어 소규모의 업체들이 SNG 시장에 활발히 진

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만 2010년 이후 PC, 모바일의 소셜 랫폼에서 경

쟁력을 갖춘 게임업체들이 본격 으로 시장 공략

을 시작하면서 그 규모를 서서히 키워오고 있다. 

SNG에 한 국내 학계의 연구 활동 한 2010

년 이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표 2>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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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SNG 사용자에 한 연구가 가장 큰 흐름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몰입과 지속  사용의도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SNG 이용자의 심

리  상태와 동기 요인에 주목한 연구는 상 으

로 부족한 상황이다. 즉 사용자들이 어떠한 목 을 

가지고 SNG를 사용하는가에 한 탐구는 아직까

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을 고

려하여 본 연구는 SNG 이용자의 동기와 지속  

사용의도에 해여 동기이론과 Flow 이론을 이용

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2.2 Flow

Hsu et al.[50]에 의하면 Flow는 사회  동기, 게

임이용 태도, 게임이용의도 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Flow는 Csiks-

zentmihalyi[41]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서 

자기목 (autotelic) 체험 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

는 심리  경험을 의미한다. 그는 Flow를 지각하

는 사람은 활동성과가 높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 다. 다수의 심리학자

들은 Flow를 인간 삶에서 항상 즐거움이 넘치듯 

행  자체에 완 히 몰두한 최 의 경험상태(state 

of optimal experience)로 설명한다. Flow는 개인

의 도 과 기술이 일정수  이상에서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시간이나 공간에 한 인식도 

사라지며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할 여지

도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43, 44, 65]. 

나아가 Flow는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창

의성, 성취, 재미, 여가, 행복 등과 연결되면서 인

간의 가장 강력한 정  경험  하나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41, 42]. 자기목 인 경험으로 재미

라는 동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을 볼 때 Flow

의 기원이 내재  동기와 심리 인 틀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anlan et al.[64]은 Flow가 

지속 인 여를 진시키는 동기  힘으로서의 

몰입이라 보았으며, 몰입이란 “참여를 지속하려는 

욕구와 의지  심리  구조”라고 정의하 다. 

<표 2> SNG에 한 선행 연구 

연구자 내용 주제

김태규 외[9]
라 코스터 재미이론을 통해 추출
된 6가지 요인이 SNG 몰입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

몰입에 
한 
연구

정수연 외[26]
SNG의 특성  요인 6가지가 몰입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성은[17]
SNG 사용자의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에 한 연구

SNG 
사용자 
연구

박 아 외[14]
SNG 사용자를 상으로 FGI를 통
한 사회  자본과 주  행복감 
증가에 한 연구

김미진 외[2]
SNG 사용자의 행동과 그 선택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와의 연
계 분석에 한 연구

김 철 외[10]
HCI 가치모형을 심으로 기능 , 
유희 , 사회 , 개인  가치요인 
검토

지속
사용
의도에 
한 
연구이재학[24]

SNG에 한 근성-이용만족-지
속 사용 의도간의 상 계에 
한 연구

Clarke and Haworth[39]는 Csikszentmihalyi[43]

의 Flow 개념에 기 하여, Flow를 주어진 과제나 

활동의 도 성 정도와 자신의 기술 능력 수 이 일

치하는 상황에서 수반되는 기술 인 경험이라고 정

의하 다. 한 Massimini and Carli[56]는 Flow

를 일정 수  이상의 도 감과 기술, 능력의 조화

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Flow는 주어진 과제

의 난이도와 개인의 실력(skill)이 비슷하게 유지될 

때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sikszent-

mihalyi[41]는 도  과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

우라도 발생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SNG 같

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게임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표 3>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Flow에 

한 다양한 정의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온라임 게임과 련하여 Flow 

이론이 비교  활발히 활용되어 왔으며[3, 8, 27], 

모바일 기반의 게임에 한 용은 비교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8]. 이러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모바일 SNG 이용자가 게임과정에서 느

끼는 심리  상태를 Flow 개념을 도입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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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low에 한 정의

연구자 정 의

Csikszentmihalyi
[43]

통제감을 가지고 어떤 행동에 몰입
하게 되나, 자의식을 잃고 주변의 
환경을 지각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경험

Massimini and 
Carl[56]

도 감과 숙련도가 어느 수 을 능
가하고 균형을 이룰 때에 나타나는 
최  경험

LeFevre[53]
개인의 활동  평균 수 을 넘어서
는 기술에 한 도 의 균형된 비율

Csikszentmihalyi
and LeFevre
[40]

도  수 과 능력수 이 모두 어
느 정도 높을 때, 새로운 기술을 학
습하여 능력을 확장, 새로운 시도하
게 되며 그 결과 자존감과 만족감이 
증가 된 최 의 경험과정

Trevino and
Webster[67]

즐겁고 탐험 인 경험에 몰입되며 
활동 그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것
으로 자기 동기화, 내  동기화 되
어 외부 인 보상이 없더라도 활동
을 계속하는 상태.

Privette and 
bundrick[60]

사람들이 완 히 몰입했을 당시에 
느끼는 총제 인 감정이나 기분

Hoffman and
Novak[49]

상호작용 속에서 반응의 지속 인 
과정이 있고, 본질 으로 활동 그 
자체가 즐겁고, 자의식의 상실이 동
반되며, 내재  보상으로 인해 자기 
강화가 발생하게 되는 상태. 

주) 최재 , “블로그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디지털산업정

보학회 논문지｣, 제7권, 제2호(2011)(추가 재정리).

고자 한다. Flow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SNG가 소

셜 랫폼 선행 연구를 통해 기존의 웹 랫폼과 

같은 상호 작용  매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 찬[4]은 SNG를 온라인 게임과 SNS가 

목한 형태로 게임을 즐기면서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편 Flow 개념을 사이버 환경의 웹에 용시킨 

Hoffman and Novak[49]은 상호작용  매체를 사

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느끼는 신체 , 정신  만족

감, 심리  최 감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의 Flow

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게임인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SNG에 Flow 개념

을 도입하는 것에 한 학문  타당성을 제공해 다.

2.2 Flow와 동기

특정 과업에 한 동기(motivation)를 탐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왜 시작하고  지속

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를 탐구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Deci and Ryan[46]

은 어떠한 것을 하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원인으로

서 행동을 조 하는 힘 는 에 지를 동기라고 정

의한 바 있다. 이와 련하여 선행 연구자들은 동

기를 크게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44, 63].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특정한 과

업을 수행하는 그 자체에 해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재

 동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  자극과는 무 하게 나타나는 ‘순수한’ 

동기로 알려져 있다[48, 54]. 따라서 내재  동기는 

자기표 , 호기심, 즐거움, 재미 등과 같이 감정

(emotion)에 련된 요인과 련되어 있다[68]. 이

와 달리 행동에 따른 결과를 기 할 수 있고, 특정 

목  달성을 해 과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외재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63]. 외재  동기의 를 들면 돈이나 상품, 지 , 

명 와 타인으로부터 받는 자신에 한 평가와 같

이 외부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상 등이 있다[68]. 

동기에 한 비교  최근의 연구들은 내재 ․

외재  동기 외에 사회  동기를 동기의  다른 

요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  소속

감, 사회  자아개념, 사회  압력 등의 개념을 통

해 설명하고 있다[47, 51, 61, 66]. 

온라인 게임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Hsu et al.[50]은 외재  동기가 온라인 게임 이용

자의 동기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며 내재  동기

와 사회  동기가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나 즐거움

을 목 으로 게임을 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 다. 

국내의 경우 김양은, 박상호[3]는 오락(재미) 추구 

동기가 온라인 게임 몰입에 큰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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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했다. 한 김정구 외[7]와 김용 [5]은 

평 , 사회  소속감, 호혜성 등의 하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  동기가 온라인 게임에서의 Flow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내재  동기와 사회  동

기가 온라인 게임 환경이나 SNG에서 요한 동기

로 작용함을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SNG의 이용 동기를 즐거움이나 

재미, 오락추구, 호기심 등과 련된 내재  동기

와 사회  소속감 등과 련된 사회  동기로 구

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지속  사용의도

Csikszentmihalyi[41]에 의하면 사람들은 Flow

를 경험하게 되면 이후 상당한 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그 Flow를 경험하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

서 SNG 이용 에 높은 Flow를 경험한 사람은 이

후 SNG를 지속 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을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즉 SNG의 지속  사용을 통

해 Flow를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  사용 의도는 기존 연구에서 콘텐츠 발굴

과 더불어 핵심개념으로 취 되어 왔다. 조남재 외

[28]는 지속  사용의도를 사용자들이 이  경험

과 미래에 한 기 를 바탕으로 지속 으로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몰입, 사용자 습

, 사용자 참여, 서비스 품질과 환비용, 애착 등

이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직간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해왔다. 

한편 Vantansasombu[35]는 정보시스템의 이용

에서 Flow가 지속  사용에 향을 주는 것을 보

고했다. 최동성 등[29]은 기계 , 사회  상호작용

이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Flow에 직  향을 

주며, 이는 다시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밖에

도 기존의 게임분야에서는 Flow와 지속 인 사용

의도와의 계를 규명한 연구가 선행되었다[50]. 

최근 이용자 수가 증하고 있는 SNG 역시 새로

운 게임 장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

자의 Flow 경험과 지속  사용의도 사이의 계

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G 사용자의 동기요인과 Flow 사

이의 인과 계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탐색을 주 목 으로 하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내재  동기 요인의 원천은 Flow 개념에서 찾

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low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깊이 몰두하여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41]. 즉 주 에 신

경을 쓰지 않으며, 시간이 흘러가는 도 모르고 

마침내 그 활동에 일체화되어 행동이 물 흐르듯 

나타나는 상태인 것이다[43]. 이는 사용자들이 게

임 이용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지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사회  동기 요인은 게임을 하며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 이션 방

식으로 교류하며 사교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

다[50].

온라인 게임에서 내재  동기 요인과 사회  동

기 요인이 게임 몰입  독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 로[3, 27],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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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특성을 인정받고 있는 SNG에서도 내재  

동기 요인과 사회  동기 요인이 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측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H1：내재  동기는 Flow 경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사회  동기는 Flow 경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용자 특성 연구를 살

펴보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 에 이용자가 Flow

라는 최 의 경험 상태를 느끼게 되면 이용자는 

환 비용이나 어떤 특별한 보상이 없이도 서비스

를 지속 으로 이용하게 된다[46]. 따라서 온라인 

환경과 같이 상호작용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SNG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Flow를 경

험한다면 서비스 사용 과정에 더욱 몰입할 것이며 

이후의 서비스 사용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할 것

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H3：Flow 경험은 SNG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문항

본 연구에서 논의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

정도구는 <표 4>와 같으며, 모든 변수는 리커트 5

 척도로 측정(1 = 매우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 하 다. 각 구성변수의 하  개념들과 측

정항목은 부분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

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을 이용하 으며 <표 4>

와 같이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재  동기 요인은 즐

거움, 자기표 , 호기심의 하 차원으로 구성된다. 

즐거움이란 SNG 이용 자체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

는 정도이고, 자기표 은 SNG를 이용하며 타인에

게 자신을 표 하는 정도이며, 호기심이란 SNG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싶어하는 정도이다. 

<표 4> 변수의 측정 문항 

개념 변수의 측정 문항 선행 연구 

내재  
동기

SNG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 등의 사용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정도

즐거움

SNG는 즐거움을 다. Koufaris[52], 
신호경 외 
2인[19], 
양승화[20]

SNG는 흥미를 다.

SNG를 통한 소통은 즐겁다.

자기 
표

SNG에서의 나의 수를 알리고 
싶다. Biocca 

et al.[36], 
Ma and 
Agarwal[55]

SNG를 하며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SNG를 통해 나를 알리고 싶다.

호기심

SNG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박석호[12], 
Moorman 
et al.[57] 

SNG 서비스의 자체가 궁 하다.

SNG에 해 자세히 알고 싶다.

SNG는 나를 자극 한다.

사회  
동기

SNG 서비스 사용 에 느끼는 사회  소속감 
는 타인과의 교류를 느끼는 정도

평

SNG를 통해 심을 얻고 싶다. Ma and 
Agarwal[55], 
홍석인 외 
2인[32]

SNG 상에서 주목받고 싶다.

SNG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호혜성

SNG는 필요한 정보를 다. Wasko and 
Faraj[69], 
홍석인 외 
2인[32]

SNG는 이 을 가져다 다.

SNG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다.

사회  
소속감

SNG를 나의 지인들이 사용 한다.
Chung 
et al.[38], 
홍석인 외 
2인[32]

SNG를 지인들이 추천하 다.

SNG를 존경하는 사람과 일치감을 
얻고자 사용한다.

SNG를 통해 소속감을 느낀다.

Flow SNG 서비스 이용 에 느끼는 최  경험

시간
왜곡

SNG를 하는 동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

Novak 
et al.[58] 

SNG를 하는 동안 시간을 잊는다.

SNG를 하는 동안 완 히 몰두 
한다.

SNG를 하는 동안 주변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다.

실재감

SNG를 하는 동안 가상세계로 
여행하는 것 같다.

Novak 
et al.[58]

SNG를 하는 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 잊는다.

SNG를 하는 동안 더 실 으로 
느낀다.

SNG를 하는 동안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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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

SNG 공간은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Novak 
et al.[58]

SNG를 통제한다고 느낀다.

SNG를 하는 동안 내가 최고라고 
느껴진다.

지속  
사용
의도

향후에도 SNG를 지속 으로 
사용할 것이다.

Oliver[59]
Bojanic[37]
Davis[45]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SNG를 지속 으로 사용할 것이다.

SNG 아이템샵을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SNG 사용을 해 타인을 계속 
할 것이다.

타인에게 SNG를 추천할 것이다.

사회  동기 요인은 평 , 호혜성, 사회  소속

감으로 구성된다. 평 은 SNG를 이용하며 얻게 

될 칭찬이나 지 , 존경과 같은 사회  보상에 

한 기 의 정도이고, 호혜성은 SNG 이용자들과 

자원교환 등의 균형 있는 계를 유지하는 정도이

며, 사회  소속감은 SNG를 이용하며 특정한 사

회 그룹의 회원으로 인지하는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Flow는 시간왜곡, 실재감, 통제감으

로 구성된다. 시간왜곡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처럼 느끼는 등 시간왜곡을 경험하는 정도이고, 실

재감은 SNG라는 가상세계에 자신이 실제로 존재

한다고 느끼는 정도이며, 통제감은 자신의 뜻에 

따라 SNG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

도이다.

4. 연구 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재 SN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상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오 라인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으며 최종 으로 총 245부의 

설문 자료가 수집되었다. 응답자  남성과 여성

은 각각 36.7%, 63.3% 으며 이들에 한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변인 구 분 빈도

연령

10 12명(4.9%)

20 97명(39.6%)

30 54명(22%)

40 60명(24.5%)

50 22명(9%)

성별
남자 90명(36.7%)

여자 155명(63.3%)

직업

, 고등학생 14명(5.7%)

학생 45명(18.4%)

학원생 8명(3.3%)

회사원 128명(52.2%)

자 업 27명(11%)

주부 11명(4.5%)

기타 12명(4.9%)

4.2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을 해 탐색  요인 분석(EFA：Exploratory Fac-

tor Analysis)과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 다. 

특히 본 연구는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근거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고, 요인 계수 값 0.4에 미치지 않

은 상은 제외한 채 Varimax 회 을 통해 고유

치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 상으로 하 다. 요인

분석에서 체 설명 분산은 60.90%로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 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도구의 신뢰성 확보를 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하 으며 모두 0.6 이상의 값을 보여 별

다른 문제 이 없는 것으로 단했다[11]. 

탐색  요인분석은 내재  동기 요인이 크게 

‘즐거움과 자기표 ’ 그리고 ‘호기심’의 2가지 차원

으로 구분됨을 보여주었다. 한 사회  동기요인

은 ‘호혜성과 평 ’ 그리고 ‘사회  소속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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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요인부하량

공유치
Cron-
bach’s α1 2 3 4 5 6 7

자기표 .797 　 　 　 　 　 　 .650

.706

자기표 .790 　 　 　 　 　 　 .626

자기표 .773 　 　 　 　 　 　 .636

즐거움 .696 　 　 　 　 　 　 .596

즐거움 .687 　 　 　 　 　 　 .643

즐거움 .672 　 　 　 　 　 　 .590

호기심 　 .844 　 　 　 　 　 .734

.775
호기심 　 .839 　 　 　 　 　 .714

호기심 　 .789 　 　 　 　 　 .654

호기심 　 .703 　 　 　 　 　 .517

호혜성 　 　 .877 　 　 　 　 .769

.705

명성 　 　 .863 　 　 　 　 .759

호혜성 　 　 .862 　 　 　 　 .744

호혜성 　 　 .779 　 　 　 　 .607

명성 　 　 .765 　 　 　 　 .614

사회
소속감

　 　 　 .921 　 　 　 .849

.766
사회
소속감

　 　 　 .912 　 　 　 .844

실재감 　 　 　 　 .905 　 　 .823

.742

실재감 　 　 　 　 .889 　 　 .802

실재감 　 　 　 　 .836 　 　 .740

실재감 　 　 　 　 .834 　 　 .730

통제감 　 　 　 　 .777 　 　 .668

통제감 　 　 　 　 .734 　 　 .659

통제감 　 　 　 　 .725 　 　 .823

시간왜곡 　 　 　 　 　 .827 　 .760

.739
시간왜곡 　 　 　 　 　 .882 　 .816

시간왜곡 　 　 　 　 　 .854 　 .734

시간왜곡 　 　 　 　 　 .540 　 .598

지속
사용의도

　 　 　 　 　 　 .856 .733

.671

지속
사용의도

　 　 　 　 　 　 .826 .682

지속
사용의도

　 　 　 　 　 　 .802 .643

지속
사용의도

　 　 　 　 　 　 .774 .599

지속
사용의도

　 　 　 　 　 　 .716 .512

Eigen 
value

4.501 1.859 3.536 1.149 6.181 1.758 3.169 - -

분산
설명력

11.69 10.42 9.63 8.77 7.90 6.49 5.950 - -

분되었다. Flow 요인은 ‘실재감과 통제감’, 그리고 

‘시간왜곡’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즐거움과 자기표 ’을 상 으로 큰 요인인 

‘즐거움’으로, ‘호혜성과 평 ’을 ‘호혜성’으로, 그리

고 ‘실재감과 통제감’을 ‘실재감’으로 명명했다.

4.3 가설의 검증

4.3.1 동기와 Flow 요인과의 인과 계

앞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내재  동기(즐거

움, 호기심)와 사회  동기(호혜성, 사회  소속감)

에 해 타당성을 확인했다. 이후 내재  동기와 

사회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Flow 요인인 실

재감과 시간왜곡에 한 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

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했다. 

<표 7> Flow에 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독립

Y = 실재감 Y = 시간왜곡

beta t beta t

즐거움 -.051 -.935 .182 2.901
*

호기심 .100 1.602 .206 2.874*

호혜성 .645 10.028
*

.018 .242

사회 소속감 -.058 -1.106 .383 6.355
*

수정된 R2 .456 .281

주) 
*
 p < .0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재  동기요인인 즐거

움과 호기심은 실재감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했

지만 시간왜곡에는 모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사회  동기요인(호혜성, 사회  소속감)의 경우, 

호혜성은 실재감에, 사회  소속감은 시간왜곡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한편 수정된 R2 값은 실

재감의 경우 0.456, 시간왜곡의 경우 0.281인 것으

로 나타났다. 

4.3.2 Flow와 지속  사용의도

Flow와 지속  사용의도간의 인과 계를 살펴

보기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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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속  사용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독립

Y = 지속  사용의도

beta t

실재감 .505 10.791
*

시간 왜곡 .463 9.892
*

수정된 R2 .465

주) 
*
 p < .05

분석 결과, Flow의 두 요인인 실재감과 시간왜

곡은 모두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

었다. 이 때 수정된 R2제곱 값은 0.465로 실재감과 

시간왜곡이 종속변수인 지속  사용의도의 분산을 

충분히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지 까지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2]과 같이 제시하 다. 총 10개의 계  6

개의 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내재  동기와 사회  동기가 실재감보다는 

시간왜곡에 해 더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SNG는 단순한 그래픽과 사운드, 간단한 게

임진행방식과 스토리를 특징으로 한다. 즉 SNG는 

기존의 게임들과 달리 실세계와 유사한 게임 환

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차원 인 게

임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실재감 보다는 시간왜곡

에 의한 Flow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3 동기와 지속  사용의도

본 연구에서는 동기 요인들이 Flow를 통해 지

속  사용의도에 간  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

했다. 즉 Flow의 매개  역할을 상정한 것이다. 그

러나 앞서 제시된 회귀분석의 결과만으로는 Flow

의 매개  역할에 해 충분한 검증을 하기 어렵

다. 즉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기 요인들

의 지속  사용의도에 한 직  효과를 추가 으

로 분석하여 Flow의 매개  역할에 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Ronis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

Ronis[62]에 의하면 A와 C 두 변인에 하여 B

변인의 매개  역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서

는 경로 ①, ②가 유의미한 동시에 직 효과를 나

타내는 경로 ③이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

나 경로 ③이 유의미해도 단계 1보다 β값이 작다

고 한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Flow의 매개  역할에 한 검증은 경로 ③이 유

의미한가를 확인함으로써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Flow의 매

개효과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  

동기의 즐거움만이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했을 

뿐 다른 변인들은 모두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미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재감에 

한 호혜성의 향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매개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739, p < .01). 

한 실재감의 경우 호기심(t = 3.138, p < .01)과 

사회  소속감(t = 5.692, p < .01), 시간왜곡의 경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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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호혜성(t = 5.047, p < .01)은 직  효과가 유의

미하게 컸다. 이외의 변인들은 간 효과와 직 효

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동기 요인의 지속  사용의도에 한 

효과는 직 효과와 간 효과가 모두 존재함을 의

미한다. 

<표 9> 동기-지속  사용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독립

Y = 지속  사용의도

beta t

즐거움 .099 1.842

호기심 .292 4.740
*

호혜성 .335 5.289*

사회 소속감 .294 5.686
*

수정된 R
2

.472

주) 
*
 p < .05

5. 결  론 

5.1 연구 결과에 한 논의

본 연구는 내재  동기요인과 사회  동기요인

을 동시에 고려하여 SNG 이용 에 사용자가 경

험하는 심리 상태인 Flow와의 인과 계를 살펴보

고 최종 으로 SNG의 지속  사용의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먼  가설 1에서 경쟁이나 높은 수에 한 성

취감, 흥미와 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내재  동

기요인인 ‘즐거움’과 ‘호기심’은 Flow의 ‘시간왜곡’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사용자는 SNG에 

해서 그 자체로 재미를 느낌으로써 게임에 빠져들

어 마치 1시간을 1분처럼 느끼는 경험을 하며 몰

입하게 된다. 그러나 내재  동기는 ‘실재감’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실재감이 게임의 사운드, 

그래픽, 시나리오 등과 련 있는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그래픽 등이 특징인 캐주얼 

게임인 SNG는 이용자가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가설 2에서 사회  동기요인인 ‘호혜성’은 실재

감에 유의미한 향을  반면 시간왜곡에는 향

을 주지 못하 다. SNG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

로부터 받게 될 높은 수에 한 호의 인 평가

와 서로 필요한 정보(SNG에서는 날개, 하트, 햇살 

등과 같은 특정한 아이콘)에 한 기 가 높을수

록 게임 내에서의 상호작용 행 를 실 세계와 

동일시하는 경험을 하며 더욱 몰입하게 된다. 그

러나 이는 직 인 게임 이와는 별개인 역

으로 여겨져 실질 으로 게임을 반복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왜곡 경험에는 향을 주지 못한 것

으로 단된다. 

 다른 사회  동기요인인 ‘사회  소속감’은 

시간왜곡에는 향을 미쳤지만, 실재감에는 별다

른 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SNG가 소셜 랫폼

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즉 SNG에서 가 동시  혹은 비동시 으로 

게임을 함께 이용 인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친구 는 지인들의 게임 수가 업데

이트되면서 경쟁의 심리가 작용해 반복 으로 

이를 하면서 시간왜곡을 느끼게 되지만 게임환

경의 단순성으로 인해 실재감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설 3으로 제시된 Flow 경험을 통

한 SNG의 지속  사용의도를 살펴본 결과 ‘실재

감’과 ‘시간왜곡’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Flow를 

경험하게 되면 SNG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

는 이용자의 의도 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게임 자체에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끼고 게

임 내에서 호혜성과 사회  소속감을 기 할 수 

있을 때 최 의 경험이었다고 인식하는 Flow 상

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높게 경험할

수록 지속 으로 게임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도 

한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Flow의 매개효과에 한 검증 결과는 이

용 동기가 Flow를 통해 간 으로 지속  사용

의도에 향을 주기도 하지만 직 효과 역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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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정한 로 Flow가 이용 동기를 일부 매개하

기는 하지만 Flow는 다른 변인들에 의해 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릍 통

해 SNG의 Flow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탐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5.2 시사   연구의 한계

2009년 미국 로체스터 학에서는 왜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지를 연구하여 3가지의 공통

인 동기요인을 발견한 이 있는데 이는 바로 

당구의 에서 찾았던 경쟁 심리, 성취감, 사회  

계 다. 본 연구를 통해 SNG 한 이들 동기요

인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검증

할 수 있었다. 다른 I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게임 

서비스 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야하며 그러한 요소가 경쟁 심리, 

성취감, 사회  계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는 에서 본 연구의 시사 을 발견할 수 있다. 스

마트폰의 빠른 확산과 소셜 랫폼의 등장으로 게

임 시장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욕구나 기 , 

동기 요인들은 게임의 형식이나 랫폼을 월하

여 항상 비슷한 요소들에 매력을 느끼고 몰입하게 

된다는 은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부터 실무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모바일 기반 SNG의 시

장성이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상 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동기와 지속 인 사용 의도를 살

펴보았다는 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온라인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재  동기가 

요하게 작용함과 동시에 사회  동기 한 SNG

의 몰입과 지속  사용의도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한 것이다. 주로 사용자 연구나 몰

입 요인에 한 검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SNG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그

들 사이의 인과 계를 실증 으로 증명하는 작업

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비확률 표본을 상으로 진행되

었기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용할 때에게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G에 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합한 Flow 요인  

2가지 차원만 고려하 다. 그러나 SNG 환경의 다

양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Flow 요인

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한, 

SNG의 Flow 경험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에 한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Flow의 정확한 측정을 해 실험이나 시계열  

연구를 통해 SNG 이용 에 경험하는 Flow 상태

를 측정하기 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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