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dx.doi.org/10.9716/KITS.2014.13.3.235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스마트 기기 사용자를 심으로

김정욱*․장철호**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Continuous Intention of Social 

Network Games：Focusing on Smart Device Users

Jeongwook Kim*․Choulho Jang**

Abstract

Submitted：June 5, 2014 1st Revision：September 5, 2014 Accepted：September 11, 2014

* 세종 학교 경 학과

** 세종 학교 경 학과 경 정보 공

Social Network Service (SNS) with emergence of Web 2.0 have been developed rapidly.  Unlike other games, social 

network game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smart devices and studied for user-centered behavior as a potential 

factor derived from the Technical Acceptance Model (TAM). This research is conducted for finding out influencing 

factors on continuous intention for smart device users. Therefore,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subjective norm, 

mobility, playfulness, self-efficacy, and ease of use. The intermediate variables also compose of flow, and user 

satisfac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s as continuous intention. The result of study shows the following: First, 

subjective norm, playfulness, self-efficacy and ease of use except mobility have the positive effect on user flow. Second, 

subjective norm, mobility, playfulness and ease of use except self-efficacy have significantly the posi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Finally, user flow has significantly the posi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and a factor of user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ly the positive effect on continua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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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속 무선인 라와 고성능화된 스마트폰 

보 이 확 됨에 따라 모바일 비즈니스  정보기

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에 

한 심이 날로 증 되고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 발

에도 매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기

술이 발 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쉽

고 간편하게 보다 폭 넓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

게 되며, 과거 등장했던 어떤 인터넷서비스보다 큰 

심을 모으고 있다(Park et al., 2013). 시장조사기

 eMarketer에 따르면 2013년  세계 Facebook 

이용자수는 11억 1,000명이며, 이밖에 Twitter, My 

Space, Kakaotalk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들 역시 이용자들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랫폼은 다양한 형

태의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며 소셜게임과 같은 새

로운 I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소셜 게임은 온

라인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랫폼이 결합된 형태

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맥을 

구축하고 정보공유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 인 친

감과 유 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

회  인맥기반 게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 스마트콘텐츠 시장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스마트콘텐츠 

시장 규모는 1조 9,472억 원이며, 그  모바일 게

임 시장 규모는 약 9,0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망

하 다.

한 미국의 시장 조사기 인 Marketingcharts

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해온 산업으로 1 가 ‘Social Network Game’으

로 매년 134.4% 성장률을 기록하 으며, 이는 2

인 ‘E-book Publising’ 성장률 88.3%보다 46.1% 

더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소셜 게

임 시장의 속한 성장과 이로 인한 수익창출, 게

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식으로 

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게임개발업체

들이 소셜 게임을 가장 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게

임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소셜 네

트워크 게임의 인기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서야 소셜 네트

워크 게임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스

마트 기기와 같은 모바일 랫폼을 기반을 반 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한 체계 이고 구체 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Lee et al., 

2013; Shin and Shin, 2011). 이에 실제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주제와 스마트기기의 랫폼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본 연구의 주제가 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이용자를 심으로 사회  향 

특성, 스마트 기기특성, 개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련한 5개의 독립변수를 

도출하고, 독립변수인 주  규범, 이동성, 즐거

움, 자기효능감, 이용 용이성이 몰입과 만족을 매

개로 지속사용의도와의 계를 실증 분석해 보고

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정의

SNG란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 

SNG)의 임말로서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에 게임을 결합

한 서비스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란 시스템 내

에서 공개된 로필을 정보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계를 맺고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형성한 정

보를 볼 수 있게 구축된 서비스다(Ellison, 2007). 

즉,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온라인 인맥으로 기반

으로 계를 맺고 형성해가는 과정을 게임으로 풀

어낸 서비스이다. 기존 게임에서는 게임요소인 재

미를 강화하기 해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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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게임의 요소 보단 이용자 간

의 인맥과 네트워크 계 형성을 해 게임을 이

용한다고 할 수 있다. 

2.2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황

소셜 네트워크 게임 콘텐츠 시장은 이미 다양한 

랫폼을 통해 소비되는 결합 인 엔터테인먼트 

상품으로 진화하 고, 게임 개발 업체들은 다매체 

환경 하에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ilti- 

use) 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는 

미디어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

간한 ‘2012 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소셜 게

임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모바일 게임 시장은 규모

는 2011년 기  약 4,236억 원, 2012년 약 6,328억 

원에 이어 2013년은 약 9,180억 원을 과할 것으

로 망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2.7%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Unit：one hundred million, KRW)

Source：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2.

 <Figure 1> Prospects Domestic Mobile Gaming 
Market

한 소셜 게임을 포함하는 세계 모바일 게임 시

장의 규모는 2008년 매출액 6,102백만 달러, 2009

년 7,315백만 달러, 2010년 8,569백만 달러, 2011년 

10,020백만 달러, 2012년 11,589백만 달러, 2013년 

13,367백만 달러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연 평

균 16.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인터

넷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

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스마트폰 모

바일앱 다운로드 이용자  79.7%가 ‘게임, 오락’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용 경험자  68.7%가 ‘하루에 1

번 이상’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게임 경험 이용자의 일평균 이용

시간은 54.5분으로 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게임, 오락’을 다운로드 받을 뿐 아니라 다운받은 

게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it：a million-dollar)

Source：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2.

  <Figure 2> Prospects Mobile Gaming Market of 
the World

Souce：Marketingcharts, 2013

 <Figure 3> 10 Large Industries That have Grown 
Rapidly in the USA

2.3 SNS와 SNG의 계

최근 빠르게 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

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자신을 표

하고 온라인상으로 취미와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

들의 인  네트워크 형성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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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Park and Gim, 2012), 스마트폰이 확산

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실시간 방향 

커뮤니 이션이  더 강화되는 인맥구축 서비

스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www.kcc.go.kr)

의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

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

으며, 20 의 약 90%, 30 의 약 70%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는 계형성과 사용자간 정보의 공유라는 기

능 인 용도를 넘어 다양한 랫폼과 결합한 서비

스 활용이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

회  계를 이용한 다양한 어 리 이션들이 늘

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다(Kim et al., 2011).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를 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기 때문에, 이미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서 확보한 고객을 상으로 유치 작업이 가

능하며, 한 인터넷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가 막 한 인터넷 이용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

다는 것이다(Park and Gim, 2012).

2.4 사회  향 특성

Rice은 사회  향(Social Influence)은 사회  

계 속에서 서로 간의 행 에 의해 향을 주고

받는 정도로 정의하 다(Rice et al., 1990). 즉, 사

회  향을 특정한 사회  상황에서 자신의 거

집단(reference group)이 가지고 있는 주  문화

를 내부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이다. 정보시스템에 기술수용의도에 한 연구에

서도 사회  향을 하나의 주요 외부 요인으로 보

고 있다. Everett M. Rogers는 신확산 이론(In-

novation Diffusion Theory)에서 이미 신을 채

택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주  평가에 의존

해서 잠재  채택자들이 신에 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Salancik은 이용자

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커뮤니 이션 수단을 사용

하기 해서는 거집단의 규범, 문화, 사회  환경 

등에 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도 향을 받는다는 사회  향모델을 주장하 다

(Salancik and Pfeffer, 1978). Venkatesh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의 연구에서 주  규범이

란 자신에게 요한 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특

정 행 를 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에 한 인식으로(Venkatesh and Davis, 2000), 즉 

주  규범은 자신이 소 하다고 여기는 친구나 

동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한 지각이다.

2.5 스마트 기기 특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

logy)에서 우리 생활에 ‘스마트’는 이미 주요한 개

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TV, 스마트 폰, 스마트 카, 스마트 가 을 넘어 타 

산업으로까지 스마트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Park 

et al., 2011). 스마트 기기들은 일상생활에 활용되

며, 이들 기기들은 기존의 네트워크 는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속할 

수 있게 해주며, 사람들은 이제 이동 에서도 스

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목 으로 활용하

고 있다(Kim et al., 2011). 스마트 기기의 유비쿼터

스의 특성요인을  유비쿼터스의 의미측면에서 연

결성과 이동성, 인간생활과의 합성 측면으로 

합성으로 구분된다(Cha and Shung, 2007). 스마트 

기기의 유비쿼터스 특성 요인  이동성이란 정보

의 생성과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래 컴퓨  

환경의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Lyytinen and Yoo, 

2001),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언

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

(Park, 2011).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품질 특

성 요인에 한 연구에서도 이동성은 스마트 어

리 이션의 기술  품질 특성  하나로 구분된다.

2.6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이란 수용자 특성과 같이 정보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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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수용자의 수용행동을 설명하기 한 외

부변인들로, 다른 특성변인들에 비해서 더 많이 다

루어져 왔고,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상 으로 더 

큰 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요인들로는 즐거움, 자기 효능감, 이용 용

이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Chang and Zhang, 2008). 

즐거움이란 개인이 즐겁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

하며, 게임에서의 즐거움 요소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Davis et al., 1992). 즐거움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

과 같은 쾌락 인 서비스에서 즐거움과 같은 내  

동기는 이용자의 태도,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ee and Park, 2011). 자

기 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에서 성과를 얻기 하

여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정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스스로의 믿음이나 확신으로, 

기술수용과 련해 자기 효능감은 컴퓨터나 인터

넷 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보편  

신념 는 정보  보편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서 자신의 능력에 한 자아평가나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의미한다. 한 Salomon의 연구에 의

하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

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하여 더 많은 

노력을 들여 높은 성과를 획득하는 것을 확인하 다. 

Bhattacherjee은 이용 용이성을 사용자가 시스템을 

어렵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

고(Bhattacherjee, 2001), Venkatesh은 이용 용

이성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의 

실제 수 으로 정의하 다(Venkatesh and Hillol, 

2008). 한 Ajzen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운 정도가 실

제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높은 

상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Ajzen, 1991).

2.7 몰입 이론

정보기술 분야에서 소비자의 행동의도  행

를 측하기 한 몰입(Flow)은 재의 행 에 극

도로 몰입하고 있는 상태로 몰입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몰입경험은 재 주어진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일에 극 으로 참여하고 정 으로 받

아드려 최 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몰입이라는 구성개념은 인터넷 사용 

행 나 온라인 게임 연구 등에 활용되어 왔다. 몰

입 상태에 있는 이용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게임을 하는 것만큼 유쾌한 것으로 여긴다. 이 활동 

자체가 매우 즐거워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 되

거나 내재 으로 동기부여 된다. 그리고 이 활동

은 외재  보상과 계없이 지속된다(Webster et 

al., 1994). 한 몰입경험은 컴퓨터 매개환경에서

의 기술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

한 느낌이 환경에서 제공하는 많은 새로운 상호작

용할 할 수 있는 기회를 느끼게 해주는 정도로, 이

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우 강렬하

게 경험할 수도 있는 연속 변인이다(Trevino and 

Webster, 1992).

2.8 정보기술수용모델

정보기술 분야에서 소비자의 행동의도  행 를 

측하려고 시도한 표  이론으로 Davis et al에 

의해 도입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이다(Davis, 1989). 이것은 개인 차원

에서 정보기술수용 과정을 설명하는 표 인 이

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모델은 Fishbein이 주장

한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배경 이론으로 하고 있다. 합리  행동이

론은 태도와 함께 주  규범 역시 행동의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때 태

도와 주  규범은 서로에게 향을 미친다고 보

고 있다. 이러한 합리  행동이론을 근거로 기술 

수용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에 한 평가가 기술이

용에 한 태도 형성에 향을 다고 설명하는 

것이 기술수용모델이다. 기술수용모델은 간명한 모

델과 확고한 이론  기반을 기반으로 모델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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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확장이 유용하고, 정보기술의 수용에 한 

상을 다양하게 다루기 합하기 때문에 국내외

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ou and 

Park, 2010). 

2.9 후기 기술수용모델

Bhattacherjee은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수용 후 

행동을 실증 으로 살펴보기 해 후기 기술수용모

델을 제시하 다. 후기 기술수용모델은 합리  행

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 가치 이론에 배경을 두

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 가치란 사람들이 어

떤 과제를 수행할 때의 동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기 에 한 믿음을 말하며, 기 와 가제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 이거나 간 인 

이익에 한 믿음과 가치가 부합할 때 과제를 수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hattacherjee, 2001). 기

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은 여러 연

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

가치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의 

동기에는 두 가지의 변수가 존재하는데(Dweck and 

Elliott, 1983; Wigfield, 1994), 첫 번째 변수는 과

제 수행에 한 높은 기 (expectancies)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며, 두 번째 변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직 이거나 간 인 이익

에 한 믿음으로 과제 자체나 결과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value)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상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의 지속사용의도를 밝히기 해 사회  향, 몰입

이론, 기술수용모형(TAM), 후기 기술수용모델(PAM) 

등과 같은 이론들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유효한 요인들을 

도출하 다. 독립변수인 사회  향 특성 요인인 

주  규범, 스마트 기기 특성인 이동성, 개인  

특성 즐거움, 자기 효능감, 이용 용이성을 몰입과 

사용자 만족을 매개로 지속사용의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Figure 4>와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Figure 4>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사회  향 특성과 몰입  사용자 

만족과의 계

참여 동기인 인지된 이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과 사회  향 요인인 주  규범, 

이미지, 가시성이 태도  몰입과 행동  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의 연구결과, 참여동기인 인지

된 이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즐거움은 

모두 태도  몰입에 정  향을 미쳤고, 사회

 향요인은 주  규범과 이미지만 태도  몰

입에 향을 미침을 밝혔다(Lee and Kim, 2005).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온라인 게임의 요소에 

한 연구에서 기계  상호작용, 사회  상호작용

이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온라인 네트워

크 특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계  상호작용보다 

사회  상호작용이 몰입과 충성도에 더 큰 향을 

주고 있다(Choi et al., 2001). Tayolor는 주  규

범이 정보시스템의 사용  수용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요한 결정 요인이라 하 다(Taylor 

and Tod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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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SNG 사용자의 주  규범은 몰입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SNG 사용자의 주  규범은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스마트 기기 특성과 몰입  사용자 

만족과의 계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사회화, 즉시성, 상호

작용성, 근성, 자발성으로 구분되고, 소셜 네트

워크 게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기존의 게임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소셜 게임의 즉시성이 사용

자의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Sun 

and Mun, 2013). 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모

바일 특성  하나인 이동성이 사용자 만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고(Kang et al., 

2006), 스마트폰 어 리 이션 품질 특성 요인에 

한 사용자와 개발자의  연구에서 기술  품

질 특성을 기능성, 사용성, 효율성, 보안성, 이동성

으로 나 어 분석하고, 연구결과 품질 특성인 이

동성이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을 검증하 다(Lim and Ha, 2012). 모바일 인터넷

이나 무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선택하

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이동성이 사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Choi, 

2004; Mallat et al., 2009). Bhattacherjee에 따르면 

사용자의 기 일치는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주

는 요인이며(Bhattacherjee and Prenjymar, 2004), 

이동성은 분류에 따라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특성

이나 어 리 이션의 특성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

로 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인 시간활용이 소

셜 게임의 이용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

을 검증하 고(Lee and Park, 2013), Csikszentmi-

halyi에 따르면 이동성은 사람들이 재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에 시간과 공간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활

동 자체에 몰입하게 해 다(Csikszentmihalyi and 

Isabella, 1992).

H1-2：SNG 사용자의 이동성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SNG 사용자의 이동성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개인  특성과 몰입  사용자 만족과의 

계

재미요소가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컴퓨터게임의 재미요소를 감각  재미, 

도  재미, 상상  재미, 사회  상호작용의 재

미로 나 어 각각의 요소가 몰입과 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 다(Seong, 2012). 온라인게

임에서 만족은 게임이용의 즐거운 상태가 동반되

어야 하며, 특정한 온라인 게임에 하여 재미를 

느낄수록, 인지  몰입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용자 만족 역시 높게 나타나는 걸 입증하 다

(Lee et al., 2003).

Hsu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e-service를 이용

하기 한 노력에 있어 요한 변수임을 제안하

고(Hsu and Lu, 2004), Ajzen의 확장된 계획  이

론을 용하여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태도에 미치

는 정 인 향과 e-service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검증하 다(Ajzen, 2002). 온라인 게임이

용과 같은 가상공간 내의 활동은 행동의 하나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에 한 사용자의 행

동과 몰입에 자기 효능감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Lim et al., 2010).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서 자

기효능감이란 특정 게임에서 게임 이를 성공

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스스로

의 확신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이용자는 자기효

능감이 낮은 이용자에 비해 극 이고, 지속 인 

노력을 할 것이며, 보다 효과 으로 게임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의 수월함은 사용자의 몰입에 향을 미치고, 

쉬운 사용은 사용자의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사용자가 특정 제품을 사용할 때 이용 

용이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를 결

정하는 높은 상 계가 있다(Ajzen, 199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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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용이하다고 느끼는 감정인 이용 용이성은 많은 

연구에서 게임을 지속 으로 사용하게 하는 결정요

인이라 연구되어 왔다(Bhattacherjee., 2001; Ven-

katesh and Davis, 2000). 그 동안 많은 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사용 용이성은 사용의도

에 직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Venkatesh and Davis, 2000).

H1-3：SNG 사용자의 즐거움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SNG 사용자의 즐거움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SNG 사용자의 자기 효능감은 몰입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4：SNG 사용자의 자기 효능감은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5：SNG 사용자의 이용 용이성은 몰입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5：SNG 사용자의 이용 용이성은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몰입,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의 계

게임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몰입을 경험하며, 

몰입은 행복감을 가져온다고 하 다. 따라서 게임

에 있어서 만족이란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

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즐거움, 즉 

만족은 게임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

며(Davis et al., 1992), 일반 으로 만족은 지속사

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Oliver, 1980).

몰입은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겠다는 마음가

짐에 기반을 두고 있고, 몰입은 미래에 한 의지

로 표 된다. 한 몰입과 독을 요한 향요인

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특정한 온라인 게임에 하

여 재미를 느낄수록, 해당 게임에 주의를 집 할수

록, 인지  몰입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용

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Lee et al., 2003).

Bhattacherjee는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하기 해 

기 -일치 이론과 기술 수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  단계와 사용 단계를 나 어서 종단 연구

를 실시하 고, 연구결과 사용  단계와 사용 단

계에서 믿음과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 검증되었

으며, 기  일치와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 나타냈다(Bhattacherjee and Prem-

kumar, 2008). 실제로 사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

는 상 기술에 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그 기술에 

한 지속사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기존 선

행연구에서도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Bhatta-

cherjee, 2004; Oliver, 1980). 만족은 충성도의 성행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 충성도는 소비자들의 

이  경험과 미래에 한 기 를 기반으로 재방문, 

지속이용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라고 정의 하

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게임 사용자 만족과 지

속사용의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1：SNG 사용자의 몰입은 사용자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2：SNG 사용자의 몰입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SNG 사용자의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변수와 조작  정의

본 연구의 연구변수와 조작  정의는 <Table 

1>과 같이 정의하 으며, 각 상황에 맞는 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사용하 다.

3.4 표본 설계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특성인 주  

규범, 이동성, 즐거움, 자기 효능감, 이용 용이성을 

몰입과 사용자 만족을 매개로 하여 지속사용의도

에 향을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함이다.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해서 서울에 치

한 학교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심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셜 네

트워크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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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Construct

Variable Operation Titration Variable Information Previous Studies

Independent 
variables

Subjective 
norms

The view that people 
can aroun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ividual 
to take advantage of the 
SNG

People who affect me think I should be using 
social games Lee(2009), 

Taylor and 
Todd(1995), 
Venkatesh and 
Davis(2000)

People who important to me want to play social 
game with me

Most of the people who important to me play a 
social game so I want to play a social game

Mobility

Time during the use, 
location, regardless of 
the mobility, the extent 
available to service the 
social game

It is a social game is available, regardless of the 
time

Mallat et 
al.(2009), 
Venkatesh 
et al.(2000)

It is a social game available regardless of the 
place

It is a social game available regardless of the 
mobility

Playfulness

Extent that it is to 
induce the interest of fun 
and that you use the 
social game, you feel 
when the user fun

I think playing a social game is fun

Lee and Park 
(2011), Mallat 
et al.(2009)

I think playing a social game is interesting 

The social game is fun in itself

I think playing a social game is attractive

Self-
efficacy

Confidence in one’s own 
ability that can be used 
to successfully social 
game

There is no difficulty in the game you want to 
connect to social games

Mort and 
Drennan(2007) 

I can quickly learn how to operate in a social 
game

I can learn how to skillfully manipulate the social 
game

Ease 
of Use

The much feel to have 
been designed to easily 
and make it as easy to 
use as possible and to 
take advantage of the 
social game

Social game system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Lee(2009), 
Mallat et al. 
(2009), 
Venkatesh and 
Davis(2000)

I do not require a lot of effort in using a social 
game system

The social game is easy to learn how to use

Parameters

Flow

Extent not recognize the 
change in the ambient 
conditions and the flow 
of time to concentrate 
the social games

I feel that time when using the social game is 
going too fast

Choi and Kim 
(2004), 
Lee(2009)

When I use social game, I focus on social game

When I use social game, I sometimes forget what 
I have to do

User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and 
match the expectations 
of users use social game

I am satisfied with the use of social games
Bhattacherjee 
(2001), 
DeLone and 
Mclean(1992)

My experience was satisfactory using social 
games

The use of social gaming meets my expectations

The 
dependent 
variable

Continuance 
Intention

Intention to use on an 
ongoing the social game

I will continue to use social games as now

Bhattacherjee 
(2001), Thong 
James et al. 
(2006)

I am willing to continue to use social games in 
the future

If possible, I would like to continue to use social 
games

Other games also appeared, I would continue the 
social games that are now

I am willing to recommend social game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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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하 다. 스마트 기기란 스마트 폰, 스

마트 PC, 스마트 TV, 스마트 카, 스마트 가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스

마트 기기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스

마트 기기의 정의를 스마트폰, 테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운 체제 아래 통신이나 무선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작동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여 연구 상을 설정하 다. 자료 수

집은 2013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에 

치한 학교 교내에서 오 라인 설문을 통하여 

400부의 설문을 실시하 으며, 이  불성실 응답 

22개를 제외한 378부를 통계분석을 해 사용하 다.

4. 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과 AMOS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우선 인구통계학  특성과 일반 인 특성을 살펴

보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 고, 신뢰성(Reliability Analysis)을 측정하기 

하여 하나의 개념에 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다.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해 AMOS 21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으며, 상 분석(Correlation ana-

lysis)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합도와 개념타당

성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정을 실

시하 다.

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

제를 검하기 해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

(Harman’s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 다.

4.1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을 해 유효한 378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사용하 으며, 응답자에 한 인구통계

학  특성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Frequency Rate(%)

Sex
Man

Women

212

166

56.1

43.9

Age

Teens

Twenties

Thirties

Forty or more

6

323

48

1

1.6

85.4

12.7

0.3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Vocationa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or more

7

13

323

35

1.9

3.4

85.4

9.3

Occupation

Students

Company employee

Business

Unemployed

Etc

296

66

6

3

7

78.3

17.5

1.6

0.8

1.9

Note use 

platform

Kakaotalk

Facebook

Gmae Center

Twitter

Etc

329

36

10

1

2

87.0

9.5

2.6

0.3

0.5

Motivation 

of SNG

Voluntary

Mandatory

Peripheral solicitation

Etc

204

5

159

10

54.0

1.3

42.1

2.6

Average 

daily usage 

time SNG

Within 1 hour

More than 2 hours

More than 3 hours

More than 4 hours

309

47

16

6

81.7

12.4

4.2

1.6

SNG usage 

period

Within 6 months

Within 1 year

Within 2 year

More than 3 year

182

113

55

28

48.1

29.9

14.6

7.4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212명(56.1%), 여자 166명

(43.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  6명(1.6%), 20  323명(85.4%), 

30  48명(12.7%), 40  이상 1명(0.3%)로 20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7명(1.9%), 문  재학․

졸 13명(3.4%), 학교 재학․졸 323명(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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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상 35명(9.3%)로 학교 재학․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296명(78.3%), 회사원 

66명(17.5%), 사업가 6명(17.5%), 무직 3명(0.8%), 

기타 7명(1.9%)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응답자가 주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랫폼으로는 카카오톡 329명(87.0%), 페이스북 

36명(9.5%), 게임센터 10명(2.6%), 트 터 1명(0.3%), 

기타 7명(1.9%)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주 사용 

랫폼으로 카카오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타 랫폼으로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등

으로 나타났다. 이용동기는 자발  204명(54.0%), 강

제  5명(1.3%), 주변권유( ) 159명(42.1%), 기

타 10명(2.6%)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동기로는 이

벤트가 있었다.

응답자의 일 평균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용시간

은 1시간 이내 309명(81.7%), 2시간 이상 47명(12.4%), 

3시간 이상 16명(4.2%), 4시간 이상 6명(1.6%)로 1

시간 이내 사용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용 기간은 6개월 이내 

182명(48.1%), 1년 이내 113명(29.9%), 2년 이내 

55명(14.6%), 3년 이상 28명(7.4%)로 6개월 이내 사

용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의 이용기간은 다른 항목에 비해 고른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4.2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측정을 해 설문지 기법

만을 사용함에 따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

od bias)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통해 검해보았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을 상으로 단일요인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33.31%

다는 에서 동일방법으로 인한 편의발생 가능

성은 상 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4.3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이론  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각 요인에 한 측정모델을 검증하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χ2, GFI, AGFI, CFI, 

TLI, IFI, NFI, RMR, RMSEA 값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  모델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χ2 = 485.127(df = 271, P = .000), 

GFI = .909, AGFI = .882, CFI = .964, TLI = .957, 

IFI = .964, NFI = .923, RMR = .034, RMSEA = 

.046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GFI, AGFI, CFI, TLI, 

IFI, NFI 값은 .8～.9 이상이면, RMR, RMSEA 값

은 .05보다 작고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값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FI, CFI, TLI, IFI, NFI 

값이 모두 .9 이상으로 권장치를 상회하 으며, RMR, 

RMSEA 값 역시 .05 이하로 권장 값에 근사하게 나

타내고 있으며, AGFI 값은 0.882로 권장 값인 0.9

를 넘지 못하 으나, 부분의 값이 권장치를 상회

하거나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고 AGFI 값 역시 권

장치에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정모델

이 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표의 내  

일 성을 측정하는 개념신뢰도 값(composite con-

struct reliability)은 모두 .7 이상으로 척도의 내  

일 성이 검증되었으며, 모든 t-value 값은 ±1.965 

이상, p < .01 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Anderson and Gerbing이 제시한 구

조방정식의 측정모형 개발을 해 실시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낮은 요인 재치(< 0.6)를 보이거

나 SMC 값이 0.4 이하인 변수들은 제거하 으나, 

즐거움4의 경우 표 화 재치와 SMC 값이 기

값에 근사하게 나타내고 있고, 요한 항목으로 

단되어 제 인 모형 합도와 개념 신뢰도  내

 일 성이 일정 수  이상 유지된다는 에서 모

형에 포함 시켰다.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4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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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Measurement 

Item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he Standard 

Error
C.R

Concept of 
Reliability

AVE

Subjective Norms
SN1
SN2
SN3

.880

.892

.869

Fix
.042
.045

-
23.205

***

22.337***
.932 .820

Mobility
MO2
MO1
MO3

.869

.777

.833

Fix
.051
.048

-
17.036

***

18.479
***

.897 .745

Playfulness

PL2
PL1
PL3
PL4

.917

.889

.802

.584

Fix
.037
.038
.047

-
25.030***

20.674
***

12.625
***

.921 .748

Self-Efficacy
SE2
SE1
SE3

.888

.863

.825

Fix
.046
.044

-
21.692***

20.261
***

.913 .778

Ease of Use
EU2
EU1
EU3

.787

.713

.686

Fix
.075
.073

-
12.689

***

12.249***
.825 .611

Flow
FL2
FL1
FL3

.868

.666

.843

Fix
.052
.055

-
13.615

***

17.535
***

.843 .645

User Satisfaction
SF2
SF1
SF3

.735

.760

.820

Fix
.069
.068

-
13.594***

14.430
***

.878 .707

Continuance 
Intention

CU3
CU1
CU2
CU4

.769

.870

.844

.753

Fix
.046
.047
.056

-
16.487

***

20.066***

16.998
***

.884 .656

나 상을 얼마나 일 성 있게 측정하 는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측정 상을 반복 으로 측

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 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method)을 이용하

여 신뢰성을 측정하 으며, 사회과학에서 일반 으

로 Cronbach’s α 계수가 .6을 넘으면 신뢰도가 확

보되었다고 볼 있다. 

본 연구의 신뢰성분석은 확인  요인분석에 의

해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만을 상으로 측정하

으며, 측정된 8개인 변수 주  규범, 이동성, 자기 

효능감, 이용 용이성, 몰입,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

의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신뢰성 수 은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ndependent 
Variables

Subjective norms
Mobility
Playfulness
Self-efficacy
Ease of Use

3
3
4
3
3

.911

.865

.874

.894

.768

Parameters
Flow
User satisfaction

3
3

.834

.809

The Dependent 
Variable

Continuance 
Intention

4 .880

4.5 상 계수  타당성 검증

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여도 결과 값들 사이에는 높은 상

계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동일 개념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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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tensive Feasi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1 2 3 4 5 6 7 8

Subjective Norms .820 　 　 　 　 　 　 　

Mobility
.319**

(.102)
.745 　 　 　 　 　 　

Playfulness
.333**

(.111)
.316**

(.100)
.748 　 　 　 　 　

Self-Efficacy
.273**

(.075)
.518**

(.268)
.284**

(.081)
.778 　 　 　 　

Ease of Use
.242**

(.059)
.483**

(.233)
.279**

(.078)
.599**

(.359)
.611 　 　 　

Flow
.354**

(.125)
.253**

(.064)
.337**

(.114)
.364**

(.132)
.332**

(.110)
.645 　 　

User Satisfaction
.524**

(.275)
.413**

(.171)
.561**

(.315)
.358**

(.128)
.305**

(.093)
.405**

(.164)
.707 　

Continuance Intention
.333**

(.111)
.190**

(.036)
.448**

(.201)
.261**

(.068)
.213**

(.045)
.487**

(.237)
.394**

(.155)
.656

Concept of Reliability .932 .897 .921 .913 .825 .843 .878 .884

 Note) * ( ) the squar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 타당성을 단

하기 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보았다. 일반 으로 개념신뢰도 값이 .7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8개의 변수의 개념신뢰도 값은 .825～.932로 모두 .7 

값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집 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별타당성은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여도 결과 값들 사이에 상 계가 

낮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타당성

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추출하여 별타당성을 

평가하 다. 모든 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모든 

상 계수의 제곱 값보다 커야지만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

성개념의 상 계수의 제곱 값은 모두 평균분산추

출 값을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 계수, 집 타당성  

별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6 연구모형 분석

제안모형에 한 구조모형의 모형 합도 평가

결과, χ2 = 515.320(df = 276, P = .000), GFI = .904, 

AGFI = .878, CFI = .960, TLI = .953, IFI = .960, 

NFI = .918, RMR = .039, RMSEA = .048로 나타

났다. 일반 으로 GFI, AGFI, CFI, TLI, IFI, NFI 

값은 .8～.9 이상이면, RMR, RMSEA 값은 .05 보다 

작고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값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FI, CFI, TLI, IFI, NFI 값이 모두 .9 

이상으로 권장치를 상회하 으며, RMR, RMSEA 

값 역시 .05 이하로 권장 값에 근사하게 나타내고 있

으며, AGFI 값은 0.878로 권장 값인 .9를 넘지 못

하 으나, 부분의 값이 권장치를 상회하거나 근

사한 값을 보이고 있고 AGFI 값 역시 권장치에 근

사한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정모델이 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4.7 연구가설 검정

본 연구의 목 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지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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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The Standard 
Error

C.R
Adoption or 
Dismissed

H1-1 Subjective norns → Flow .247 .067 4.255*** Adoption

H2-1 Subjective norns → User satisfaction .336 .041 6.334
***

Adoption

H1-2 Mobility → Flow -.092 .084 -1.259 Dismissed

H2-2 Mobility → User satisfaction .178 .048 2.815** Adoption

H1-3 Playfulness → Flow .200 .081 3.496
***

Adoption

H2-3 Playfulness → User satisfaction .410 .051 7.649
***

Adoption

H1-4 Self-efficacy → Flow .204 .109 2.308** Adoption

H2-4 Self-efficacy → User satisfaction .048 .062 .633 Dismissed

H1-5 Self-efficacy → Flow .207 .144 2.158
**

Adoption

H2-5 Self-efficacy → User satisfaction -.042 .083 -0.514 Dismissed

H3-1 Flow → User satisfaction .142 .038 2.511
**

Adoption

H3-2 Flow → Continuance Intention .395 .063 6.337
***

Adoption

H4 User satisfaction → Continuance Intention .304 .093 4.901*** Adoption

Note) *** p < .01, ** p < .05.

용의도에 한 이용자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에 한 검정결과는 다

음과 같다. 

H1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 특성과 몰입과의 정

(+)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가설 H1-1 주  규범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247(t-value = 

4.255,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1-2 이동성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92(t-value = 

-1.259,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H1-3 즐거움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200(t-value = 3.496,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1-4 자기 효능감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204(t-value = 

2.308,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1-5 이용 용이성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207(t-value = 

2.158,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H2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특성과 사용자 만족

과의 정(+)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가설 H2-1 주  규범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336(t- 

value = 6.334,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2-2 이동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78(t-value 

= 2.815,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2-3 즐거움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410(t-value 

= 7.649,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2-4 자기 효능감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48(t- 

value = .633,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H2-5 이용 용이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42(t- 

value = -.514,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

었다.

H3는 몰입이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정

(+)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가설 H3-1 몰입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42(t-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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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3-2 몰입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395(t-value 

= 6.337,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H4는 사용자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가설 H4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304(t- 

value = 4.901,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한 검정결과는 다음의 

<Table 6>, <Figure 5>와 같다.

<Figure 5> Hypothesis Test Results

5. 결  론

5.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련된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사회  

향 특성, 스마트 기기 특성, 개인  특성으로 구분 

하고 이에 련된 요인들을 도출하 다. 한 이

게 도출된 요인들이 소셜 네트워크 게임 사용자의 

몰입,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여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셜 네

트워크 게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구 상을 얼마나 일 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실시하여 타당

성을 확보하 다. 한 변수 간의 인과 계를 검증

하기 하여 AMOS 21을 사용해 구조방정식 모형

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모

형은 합한 모형이라 단하 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향의 특성인 주  규범은 몰입

과 사용자 만족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스마트 기기 특성인 이동성이 몰

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이동성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개인  특성인 즐거움, 자기 효능감, 이용 용

이성은 모두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사

용자 만족 측면으로 즐거움만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다섯째,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5.2 연구 한계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련해 사회  

향 특성, 스마트 기기 특성, 개인  특성으로 구분

하여 5개의 요인을 도출해 내었으나, 본 연구에 사

용된 요인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특성을 표하

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특히 이동성과 같은 

요인은 기존의 다른 게임의 연구에서 일반 으로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스마트 기기의 특성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변수를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소셜 게임에 향을  수 있는 운 체제, 

아이템 구매, 충성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표

하는 더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 으로 고찰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편의추출법에 의한 

표본 추출법으로는 모든 사용자의 인구 통계  특

성을 표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20 가 85% 

이상으로 주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사용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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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연구의 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

나, 최근에는 30  이후 연령과 같은 고 연령층의 

소셜 게임의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사용자 계층 

역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령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의 차이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향과 같이 연

령층 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변수들은 다양한 연

령층의 표본을 상으로 차이를 검정하여 연구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경우 측정상 동일방법을 사용하

여 변수들간의 계를 분석하 기 때문에 동일방

법편의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통해 이 문제가 심각한 

수 은 아님을 확인하 지만, 이 문제를 완 하게 

배제하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모형 내 

독립과 종속변수의 측정을 달리하여 측정하는 등

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랫폼 별 

특성을 반 하지 못하 다. 여기서 말하는 랫폼

이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게임센터 등과 같이 소

셜 네트워크 게임 상에서 사용자간 유 계를 형

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기타 랫폼을 말한다. 본 연구 응답자의 87% 이

상이 주 이용 랫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랫폼 사용자의 특성의 차이를 확인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랫폼 별 특성을 구분하여 주 이용 랫폼간 차

이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3 학술   실무  의의

본 연구를 통한 학술   실무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회  향의 특성인 주  규범은 몰

입과 사용자 만족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선

행연구와 일치한다(Lee and Kim, 2005). 사회  

향의 특성인 주  규범은 사용자 주변인이 소

셜 게임을 사용할 시 자신의 행 에 하여 갖게 

되는 견해와 인지로써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온라

인 게임과는 달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간 유 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변인에 갖는 인지가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이용하는 과

정 자체가 이용자 간의 주고받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랫폼 상의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게임을 진행이 어려워진다. 특히 소

셜 네트워크 게임의 사회  향은 실제로 친분이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향을 받으나, 온라인 게임

기반 연구에서의 사회  계는 게임 커뮤니티 내

의 가상세계 계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는 에서 기존연구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Choi et al., 2001).

둘째, 스마트 기기 특성인 이동성이 몰입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이동성이 만족에 

유의한 향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oi, 2004; Lim and Ha, 2012). 이와 같

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스

마트 기기를 통한 소셜 게임에서의 이동성의 특징

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동 에도 소셜 게

임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기존의 PC나 

콘솔 기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보다 스

마트 기기를 통한 소셜 게임 사용자는 이동성이 

가능한 환경에서 소셜 게임을 할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이동성의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소셜 게

임의 목  자체가 게임행 가 아니기 때문에 소셜 

게임을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동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

을 나타내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사용자

는 이동성의 특성 아래 게임을 이용할 때 사용자

가 원하는 장소나 시간에 소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 다. 즉,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

크 게임을 이용하는 행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것은 사용자에게 기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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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이동성이 사용자 만

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이동성의 요인은 기존의 온

라인 게임에서 연구된 이 없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만이 갖는 특성으로 기존

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분의 소셜 

게임이 모바일 운 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

에 최 화 되어 있는 에서, 본 연구의 이동성의 

연구결과는 한 시사 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개인  특성인 즐거움, 자기 효능감, 이용 

용이성은 모두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사용자 만족 측면으로 즐거움만 유의한 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 다. 즐거움에 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며(Seong, 2012; Shin and Shin, 

20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의 이용 동기로 ‘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지인들과 경쟁이 재미있어서’, ‘게임 자체가 재미

있어서’와 같은 즐거움과 같은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이용 용이성

은 몰입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hoi 

2004; Lin et al., 2010). 즉,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해 자신이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한 단이 

높을수록 지속 인 노력을 할 것이며 보다 효율

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사용자가 몰입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반면 자기 효능감과 이용 용이성

이 사용자 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

론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이를 설

명할 수 있다. Venkatesh은 정보시스템 하의 정보

기술수용의도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

며(Venkatesh and Davis, 2000), 임규 의 연구는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에 한 연구로써(Lim et 

al., 2010), 기존 연구와 같은 정보기술, PC환경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는 키보드나 마

우스를 사용한 복잡한 조작이 요구되었고, 정보시

스템 자체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높은 

수 을 요구하 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기효능감과 

이용 용이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스마트 기기

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직 인 UI와 간

편한 조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환경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는 에서, 본 연

구에서 주  규범과, 이용 용이성이 만족에 유

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

자는 소셜 게임에 해 인지하는 조작  시스템

에 이용에 하여 기 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소셜 게임의 자기효능감과 이용 용이성이 사용자 

만족에 기 일치에 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

는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은 기존게

임 연구와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에서 한 시사 이 될 수 있다.

넷째, 몰입은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몰입의 요

인은 온라인 게임에 한 연구에서도 요한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론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un and Mun, 2013). 이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몰입을 높게 경험한 사용자

는 만족감을 느끼고 지속 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개

발하는 기업과 개발자 입장에서 소셜 게임의 몰입

의 요소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를 유

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다섯째,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기존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Bhattacherjee, 2001). 본 연구

결과 사용자 만족은 몰입과 함께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게

임의 사용자 만족이 높을수록 소셜 게임을 계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항을 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분야인 소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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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게임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소

셜 네트워크 게임의 을 사회  향 특성, 스

마트 기기 특성, 개인  특성을 통해 다양한 변수

를 종합 으로 용하여 연구 역을 확장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PC 랫폼 기반 연구와는 달리 모바일의 랫폼 

기반으로 진행하고자 모든 설문 응답을 스마트기

기로 한정하여 진행하 으며, 모바일의 특성 변수

로 인식될 수 있는 ‘이동성’을 스마트기기 특성으

로 두어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

와 차이를 보인다. DMC 미디어의 2012 소셜 네트

워크 게임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소셜 게임 이용 

시 선호하는 디바이스는 모바일이 76%, PC가 

24%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개발되는 게임을 비

롯한 많은 랫폼들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개발되

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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