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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enjoyment is a key factor to understand online and mobile game users' behavior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mobile and online gam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game 

users in terms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user enjoyment elements. To use AHP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we decompose user enjoyment into sub-elements; sensory enjoyment, content enjoyment, enjoyment of the 

achievement, and enjoyment of interaction. Though the empirical study and independent t-test, we can find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user enjoyment elemen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game players, 

and between mobile and online games. Chinese users more stress on enjoyment of interaction and Korean users more 

emphasize on enjoyment of th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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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통신기술과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끊임없

는 기술 신으로 게임 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게임의 발 은 기 오락기로 하

는 싱  이 게임에서 벗어나서 컴퓨터를 기반

으로 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

는 모바일 게임에 이르기까지 발 해 왔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이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온라

인 게임과는 달리 게임의 목 이나 단말기의 한계

로 인하여 상 으로 짧은 시간동안 단순한 조작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임들이 선호되고 있다. 

한 동태 인 변화를 겪고 있는 온라인 게임과 모

바일 게임의 확산속도나 범 는 한 국가가 가진 

사회문화 인 특징과 정보 인 라구조, 모바일 서

비스의 보  수 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과거의 게임 연구들은 부분 온라인 게임을 

상으로 한 사용자의 이용패턴  태도에 한 연

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40, 42, 48]. 이러한 연

구들은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근간으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서 만들어진 확장 모델에 한 실증 인 연구들 

진행되어 왔다. 이 확장 모델들에 주요한 추가 변

수 에 하나인 즐거움(enjoyment)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최종

인 감성 인 결과물로서, 사용자의 이용 의도나 

태도에 향을 미치며 게임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37, 40]. 기존의 연구들에서 즐거움

을 게임의 요한 동인으로 인식해왔으나, 즐거움

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 요소들을 체계 으로 분

류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 으로 부족한 형

편이다. 한 게임업체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꾀하

고 있으나, 여러 국가의 사용자들간의 게임에 한 

인식이나 동기에 한 비교 평가는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의 즐거움을 구성하는 하

요소들을 도출하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서 사용자들이 요시하는 하  요소들이 차이가 

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 게임의 즐거움 요

소의 요도에 한 한국과 국의 사용자들간의 

상 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방법으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활용하 다. 먼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기 로 즐거움의 하  요소

들을 도출하 으며, 한국과 국의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용자들에 한 설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하  요소들의 상 인 요성을 측정

하 다. 이를 기 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사용

자들간에 하  요소들의 요도에 한 인식이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한 한국, 국의 사용

자들간의 즐거움의 하  요소들의 요도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이론  배경으로 

게임에서의 즐거움에 한 기존의 연구들과 계층

분석법에 하여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

의 계측분석에서 활용한 즐거움의 하  요소들의 

구성에 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사용자 설

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앞서 언 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간의 차이, 한국, 국 사용자

들간의 차이를 실증 으로 분석한다. 제 5장에서

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도출한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결론과 한계 을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즐거움이나 재미란 놀이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

로서 사람들이 놀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다[50]. 즐거움에 한 게임 연구들은 다양

한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정보시스템 

분야, 심리학 분야, 교육학 분야  게임 콘텐츠 

디자인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2.1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게임 즐거움에 한 

연구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 의 하

나는 정보기술의 수용에 한 것이다. 게임도 일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즐거움 요소들에 한 연구    383

종의 정보기술로 보고, 게임에 한 소비자들부터 

나타나는 이용패턴 는 태도에 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40, 42, 48]. 이러한 연구에서는 즐거

움을 주요한 독립변수 는 매개변수로 도입하고 

있다. 를 들어, Wu와 Li의 연구에서 게임의 재

미를 매개변수로 보고, 온라인 게임을 상으로 게

임 스토리(Story), 그래픽(Graphic), 사운드(Sound), 

길이(Length), 조작 용이성(Control)을 독립변수

로 추출하여 사용의도에의 향을 검증하 다[48].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게임의 즐거움을 독립변

수로 보고, 모바일 게임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게임의 즐거움은 매개변수인 지각된 가치(Percei-

ved Value)와 (+)의 계를 맺고 지속 사용의도

에 매우 높은 (+)의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42]. 한 Ha et al.의 연구에서는 게임의 재미

는 독립변수로서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부터 크게 향을 받고 사용태도에 향을 

다고 주장하 다[40]. 

외재  동기(extrinsic motivation)에 기 한 기

술수용 모형은 효용  정보시스템(utilitarian in-

formation systems)을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이지

만, 게임과 같은 쾌락  정보시스템에 한 설명

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하여 정보기술 사용

의 내재  동기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40], 게임을 일종의 쾌락  시스템으로서 이해하

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1]. 

한 게임 사용자의 내재  동기를 설명하기 

해서 로우 이론의 용이 시도되었다[29]. Csiks-

zenmihalyi가 제시한 로우 이론은 정보기술 사

용의 내재  동기를 설명하는 요한 이론으로 게

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37]. 

로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행 에 몰두하여 

다른 일의 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몰입이라고 표 하기도 한다[38]. 

2.2 심리학 분야에서의 게임 즐거움에 한 

연구

 앞선 제시한 바와 같이 게임의 재미에 을 

맞춘 연구가 정보기술의 수용 에서 연구가 이

진 반면에, 심리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게임 독

의 원인과 해답을 찾기 해 사용동기를 악하는 

연구에 집 되어 있다. 를 들어, 성윤숙의 연구

에서 재미를 포함하는 오락 추구 동기는 모든 사

용자에게 나타나는 상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9], 오락 추구 동기와 더불어 보상 추구 동기, 성

취 추구 동기  회피 추구 동기가 게임의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2.3 교육학 분야에서의 게임 즐거움에 한 

연구

게임을 활용해서 교육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에서 게임의 즐거움에 을 맞춘 연구들을 교

육학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alon은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도 (Chal-

lenge), 상상(Fantasy), 호기심(Curiosity), 세 가

지 핵심 인 요소를 도출하 고 이를 교육 분야에 

목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

다[44]. 이러한 주장을 기 로 Ermi는 게임에 몰

입하게 되는 3가지 차원으로 감각  몰입(Sensory), 

도  기반 몰입(Challenge-based), 상상  몰입

(Imaginative)을 제시하 다[39].

2.4 컴퓨터 게임  콘텐츠 디자인 분야에서의 

게임 즐거움에 한 연구

컴퓨터 게임  콘텐츠 디자인 분야에서 게임에 

한 연구들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HCI) 에서 게임의 

인터페이스 방법, 게임의 구성 방법  구성요소

를 악하고자 하 다. 이들 연구들은 보다 산업

인 이익을 창조해 내는 목 의 실무 인 내용으

로 콘텐츠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구체화시켜 다양

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기도 해 왔다. 윤은지는 게

임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해서 "상징, 

새로움, 생생함"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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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다[12]. 한 윤형섭은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온라

인 게임을 상으로 다양한 즐거움의 요소들을 포

하는 계층화된 평가 모델을 제시하 다[14]. 

2.4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1970년  반에 Thomas L. Saaty

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방법으로 복잡한 문

제에 한 의사결정을 계층구조로 표 하고 각 

요소간의 연 계에 하여 비교(Pair 

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요소 간의 상

 비 을 산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한 다

수 안들간의 우선순 를 합리 으로 결정

하기 한 방법을 제공한다[46]. AHP는 인간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두뇌가 단계  는 계

층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서, 계층  구조의 설정, 상  요도의 설

정, 그리고 논리  일 성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이론  기반으로 삼고 있다. 

AHP를 용할 때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

은 다섯 단계를 거친다[31]. 첫 번째 단계에서

는 문제에 한 의사결정의 목표를 정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층구조를 설정하

는 것이다. 최상  계층에는 정의된 목표가 

치하며,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

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 에 낮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일수록 구체 인 것이 된다. 세 번째 단

계로는 상 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목표를 달

성하는데 공헌하는 직계하 계층에 있는 요

소들을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비교를 통하여 상 요소에 해 기여하는 정

도를 9  척도로 요도를 부여한다. 직계 하

계층이 n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

두 n(n-1)/2회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 네 번

째 단계로는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

정요소들의 상  가 치를 추정한다. 우선

은 행렬에 들어 있는 모든 상  요도를 

행으로 더한 값을 구한 후에 각 행의 요도를 

해당 행의 합계 값으로 나 면 벡터(Vector)

값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구한 벡터값으로 

가 평균을 하여 각각 평가요소에 한 가

치(Weight：즉 우선순 벡터[Priority Vector])

를 얻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 일 성

(Consistency)과 결과 가 치 분석해야 한다. 

일 성을 단하기 해서는 C.I.(Consistrncy 

Index)를 계산해야 한다. 아래 공식으로 CI를 

구할 수 있다. 

일 성 지수：

 

 공식에 필요한 값을 구하기 해서는 먼

 아래 식 (1)을 의하면 일 성 벡터(Consi-

stency Vector)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기호

로 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한 를 아

래 식 (2)에 용시키면 값을 얻게 된다. 

  




 ⋯    ∼ (1)

 














 ⋯   ∼ (2)

3. 연구 설계  가설

3.1 AHP 계층 구조

본 연구에서는 게임 사용자가 인지하는 즐거움의 

요소들을 평가하기 해 계층분석법(Analytic Hi-

erarchy Process：AHP)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AHP 계

층구조이다. 이 계층구조는 기존에 문헌연구를 통

하여 도출하 으며 4개의 상 요소를 가진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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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HP 계층구조

요소는 감각  즐거움, 콘텐츠의 즐거움, 성취의 

즐거움, 상호작용의 즐거움, 네 가지의 요소로 구

성되었고. 각각의 상 요소들은 다시 각각 세 가지 

하 요소로 분화된다. 들 들어 감각  즐거움은 

시각  즐거움, 청각  즐거움, 각  즐거움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사용자가 인지하는 즐거움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AHP 계층분석 법

을 기 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 본 연구의 설

문은 각각의 상 요소들 간의 비교(pair-wise 

comparison)와 상 요소별로 하  요소들간의 

비교를 포함한다. 구체 으로 AHP 설문 항목들

은 응답자에게 좌우 9 으로 구성된 총 17  척도

를 사용하 다. 

3.1.1 감각  즐거움

게임의 감각  즐거움에 한 이론  연구는 HCI 

분야  하나인 게임 디자인 연구들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게임 디자인 연구에서 Chris은 게임

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로 표 성(representa-

tion)를 제시하 다[35]. 게임의 표 성은 게임의 

그래픽, 사운드와 같은 외형 인 요소와 표 방식

을 의미한다. Chuck은 HCI 개념을 용하여, 게

임 내의 구성 요소로서 게임 인터페이스(game in-

terface), 게임 메카니즘(game mechanics), 게임 

이어(game player)를 제시하 다[36]. 사용자 

게임 인터페이스를 뒷받침을 해 주는 게임 그래픽, 

사운드 등과 같이 감각 인 요소는 신비롭고 환상

인 게임을 제작하기 한 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서 만족한 게임 사용자들은 감각  즐거

움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

면, 감각 인 즐거움은 주요한 요소 인 하나이

며 시각  즐거움, 청각  즐거움, 각  즐거움

으로 구성된다.

3.1.2 콘텐츠의 즐거움

게임콘텐츠는 캐릭터, 아이템, 스토리 등 내용

인 요소가 일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스크린에서 반

응하는 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다양

한 콘텐츠의 자유로운 조작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11, 15].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도출

한 게임콘텐츠의 분석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기술

 특성과 내용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특성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그래픽과 사운

드  컨트롤러가 게임에 나타나는 특징을 의미하

며 감각  즐거움에 해당된다. 반면 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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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테마, 스토리, 캐릭터, 아이템과 같은 시나리오

를 구성에 필요한 요소로부터 나타나는 내용  특

징을 의미한다[11]. 이와 같은 내용  특징에 한 

분석은 콘텐츠의 즐거움에 평가에 요한 기 이 

되며, 구체 으로 콘텐츠의 다양성, 콘텐츠의 자유

성, 스토리의 흥미로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

서 콘텐츠의 자유성은 게임 이용 시 얼마나 자유

롭게 콘텐츠의 선택에 해 가능한지를 의미한다.

3.1.3 성취의 즐거움

성취는 자신이 목 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게임에서는 

당한 목표를 제공하고 실 시키는 것을 본 연구에

서는 성취의 즐거움으로 정의하 다. Csikszenmi-

halyi는 게임의 몰입(flow) 상태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술(skill)과 도 (challenge)으

로 제시하 다[38]. 한 Malone은 게임에서 당

한 목표를 통해 수 별 과제에 한 도 감과 사

용자가 게임 내에서 기술습득을 통한 호기심은 게

임에 한 성취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

다[44]. 와 같은 기술 습득과 도 을 통해 게임 

사용자는 게임 내에서 일정한 몰입 수 을 유지하

는 것은 본 연구에서 성취감  실 의 즐거움으

로 제시하 다. 

보상은 특정 행동에 하여 그 행 자에게 주어

지는 정 이고, 매력 인 모든 것들의 가이다. 

게임 보상에 련한 연구로 Sweetser은 성취와 보

상은 한 계를 가지며, 게임 사용자의 동기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 다[46]. 

장성일은 게임 학습에 련 연구에서 외부 인 

보상이나 목표를 기 하지 않는 학습의 과정에서도 

즐거움이 형성된다고 제시하 다[20]. 구체 으로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학습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흡수할 할 때 두뇌가 보내는 정 인 피드백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낀다고 제시하 다. 이와 같은 

피드백은 학습의 참여과정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몰입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학습의 몰입이라고도 

한다. 한 박성익은 학습의 몰입  수 이 성취 

간에 유의한 계를 증명하 으며, 이와 같은 학

습의 몰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취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 다[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실 , 보상, 학습의 즐거움은 궁극 으로 

게임 성취의 즐거움 요소로 구성하 다.

3.1.4 상호작용의 즐거움

상호작용은 인간 간에 만남의 과정이며 인터넷

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 질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은 인터넷을 통해 상호작용을 만들어 주는 표

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Chris은 표 성(represen-

tation)과 함께 상호작용(interaction)을 게임의 주

요 구성요소 인 하나로 제시하 다[35]. Chris은 

상호작용을 게임의 구성에 있어서 주요한 몰입 요

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에 한 몰

입은 수동 인 활동보다는 능동 이고 극 인 활

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게임 사용자는 게임 내 다

른 사용자들과의 끊임없는 커뮤니 이션을 통한 상

호작용을 통해 몰입상태가 유지 될 수 있다. Jegers

의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게임의 몰입상

태를 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를 통해 게

임의 즐거움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42]. 

한 황상민은 게임 내에 사회  소속감과 같은 

한 집단 내의 유 감은 ‘공동체감’이라고 명명했으 

이는 게임의 즐거움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30].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즐거움의 하 요소(변수), 변수의 조작  정의를 

다음 <표 1>와 같이 정의하 다. 

3.2 연구 가설

온라인 게임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게임을 의

미하지만 일반 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

시간 게임을 가리킨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휴

화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휴 용개인정보 단

말기(PDA) 등과 같은 이동성을 가진 기기들을 통

해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의 일종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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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조작  정의  련된 참고문헌

상  변수 하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감각  즐거움

시각  즐거움
게임을 이용 시 시각 , 청각 , 는 
각 으로 느끼는 즐거움

최동성, 김호 , 김진우[26] 
윤지은, 김진우, 이인성 외[12]
Chris[35]

청각  즐거움

각  즐거움

콘텐츠의 즐거움

콘첸츠의 다양성
게임을 이용 시 캐릭터, 아이템, 스토리 
등과 같은 콘텐츠로부터 느끼는 즐거움

윤형섭[14], 이삼열[15]
유승호, 자원상[11]

콘텐츠의 자유성

스토리의 흥미로움

성취의 즐거움

실 의 즐거움
게임을 이용 시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

황상민, 허미연, 김지연[30]
강성일, 김기동, 김용  외[20]
Chris[35], Malone[44], Ermi[39] 
Sweetser and Peta[46]

보상의 즐거움

학습의 즐거움

상호작용의 
즐거움

소속감의 즐거움 게임을 통해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아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 계를 
유지하며 서로 향을 주고 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황상민, 허미연, 김지연[30]
Penelope and Peta[46]
Jegers[42]

사회  인정의 즐거움

의사소통의 즐거움

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동일하게 게임의 

한 종류에 해당되지만, 서로 다른 디바이스나 운

체제에서 작동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과 같은 개인용 단말기의 확산

으로 모바일 게임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모

바일 게임은 상 으로 PC 게임보다는 고품질의 

게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우수한 성능 갖추지 못

한 반면에 PC 환경에 기반을 둔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이동성과 휴 성의 강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갖는 각

각의 특성으로 인해서 게임 사용자가 개인 으로 

추구하는 요구에 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

처럼 게임의 유형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즐거움이 상이하다[5]. 

H1：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들 간의 게임

의 즐거움 요소에 한 평가에 상  가

치의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사회  환경과 문화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

한 외부 인 환경에 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국

에 따라 문화 , 사회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 개개인들의 과거 경험에 따라서 같은 게임을 이

용하더라도 그에 한 개인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사회  환경이 다른 한

국, 국의 게임 사용자들 간의 경험에 따라서 얻

게 되는 즐거움에 한 인지  차이가 존재 한다.

H2：한국과 국 사용자 간의 게임의 즐거움 요소

에 한 평가에 상  가 치의 차이가 있다.

4. 연구 결과

4.1 조사 표본의 설계와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하여 국의 T 학교와 한국의 H

학교에서 20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 다. 이 외에도 개별 으로 PC방에 있는 20  

설문 참여자에게 부탁하여 추가 인 설문을 실시

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계층분석법(AHP)

의 도구인 Expert Choice 11.5를 활용하여 처리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즐거움에 한 가 치를 도

출하 다. 도출한 가 치의 집단간 차이 검증을 

해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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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바일 게임을 상으로 국  한국 사용자의 가 치

상 요소 하 요소
모바일 국 모바일 한국

상  가 치 하  가 치 종합 가 치 상  가 치 하  가 치 종합 가 치

감각  
즐거움

시각  즐거움

0.29930

0.50894 0.15233 

0.27887 

0.62990 0.17566 

청각  즐거움 0.28845 0.08634 0.17503 0.04881 

각  즐거움 0.20252 0.06061 0.19510 0.05441 

콘텐츠의 
즐거움

콘텐츠의 다양성

0.23488

0.34758 0.08164 

0.29767 

0.45893 0.13661 

콘텐츠의 자유성 0.26209 0.06156 0.22210 0.06611 

스토리의 흥미로움 0.39048 0.09172 0.31900 0.09496 

성취의 
즐거움

실 의 즐거움

0.20385

0.49994 0.10191 

0.30477 

0.49257 0.15012 

보상의 즐거움 0.21085 0.04298 0.29707 0.09054 

학습의 즐거움 0.28927 0.05897 0.21040 0.06412 

상호작용의 
즐거움

소속감의 즐거움

0.26185

0.40576 0.10625 

0.11840 

0.41987 0.04971 

사회  인정의 즐거움 0.18233 0.04774 0.28627 0.03389 

의사소통의 즐거움 0.41200 0.10788 0.29386 0.03479 

test)을 사용하 다.

4.2 표본의 일반  특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표본은 총 161명이며, 조

사에 한 엄 성을 기하기 해 4개 상  요소를 

비교 시 일 성비율(C.R：Consistency Ratio)은 

0.2329 이하로 유지하 으며, 3 개요소를 비교 시 

일 성비율은 1 이하로 유지하 다. 여기서의 일

성비율 값은 조용건의 문헌에 기 한다[21]. 이 

기 을 배한 결과들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 결과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23

부이다. 구체 으로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국 사

용자 설문 63명, 한국 사용자 설문 60명이며, 한 

게임 유형에 따라 모바일 게임 사용자 설문 63명, 

온라인 게임 사용자 60명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

다. 표본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구성

모바일 게임 사용자온라인 게임 사용자 총량

국 33 30 66

한국 30 30 60

합계 63 60 123

4.2 요소별 AHP 가 치 계산  분석

계층분석법을 통해 한국과 국 사용자들을 

상으로 모바일 게임에 한 가 치를 계산한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는 각 계층별 요

소들의 가 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 계층의 가

치와 하  계층의 가 치, 그리고 종합 가 치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 가 치는 상  계층의 가

치와 하  계층의 가 치의 곱으로 계산한 결과 

값으로, 보다 통합 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와 같이 결과를 통해 국 게임 사용자들은 상

계층에서는 감각  즐거움(0.299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상호작용의 즐거움(0.26185), 

그 다음 콘텐츠의 즐거움(0.23488)과 성취의 즐거

움(0.203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하 계층에

서는 종합 인 가 치를 기 으로 시각  즐거움

(0.152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의 즐거

움(0.10788)이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은 소속감

의 즐거움(0.10625)의 순이었다.

의 결과와는 다르게 한국 게임 사용자들의 경

우를 살펴봤을 때 상 계층에서는 성취의 즐거움

(0.3047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콘텐츠

의 즐거움(0.29767), 감각  즐거움(0.27877),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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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라인 게임을 상으로 국  한국 사용자의 가 치

상 요소 하 요소
온라인 국 온라인 한국

상  가 치 하  가 치 종합 가 치 상  가 치 하  가 치 종합 가 치

감각  
즐거움

시각  즐거움

0.26423 

0.68730 0.18161 

0.25790 

0.66227 0.17080 

청각  즐거움 0.13177 0.03482 0.14483 0.03735 

각  즐거움 0.18100 0.04783 0.19290 0.04975 

콘텐츠의 
즐거움

콘텐츠의 다양성

0.12380 

0.38190 0.04728 

0.24347 

0.43630 0.10622 

콘텐츠의 자유성 0.36510 0.04520 0.26550 0.06464 

스토리의 흥미로움 0.24640 0.03050 0.29817 0.07259 

성취의 
즐거움

실 의 즐거움

0.27233 

0.46147 0.12567 

0.30550 

0.39657 0.12115 

보상의 즐거움 0.23837 0.06492 0.36403 0.11121 

학습의 즐거움 0.29568 0.08052 0.23953 0.07318 

상호작용의 
즐거움

소속감의 즐거움

0.33967 

0.29683 0.10082 

0.19310 

0.39283 0.07586 

사회  인정의 즐거움 0.30643 0.10409 0.30547 0.05899 

의사소통의 즐거움 0.39677 0.13477 0.30177 0.05827 

작용의 즐거움(0.11840)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

의 게임 사용자들과 한국 게임 사용자들 간에 그 가

치가 차이가 존재하 다. 하 계층에서는 종합

인 가 치를 기 으로 시각  즐거움(0.152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 의 즐거움(0.15012)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콘텐츠의 다양성(0.13661)이 세 

번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국 모바일 사용자들은 

가장 요시하는 요인은 감각  즐거움, 상호작용

의 즐거움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 모바일 사용자

들은 가장 요시하는 요인은 성취의 즐거움, 콘

텐츠의 즐거움 순이었다. 특히 상호작용의 즐거움

의 경우, 국 모바일 사용자(0.26185)는 한국 모바

일 사용자(0.11840)에 비해 상 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는 계층분석법을 통해 한국과 국 사용

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게임에 한 가 치를 계

산한 결과이다. 와 같은 결과는 국 게임 사용

자들의 경우에 상 계층에서는 상호작용의 즐거움

(0.3396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성취의 

즐거움(0.27233), 그 다음은 감각  즐거움(0.26423), 

콘텐츠(0.1238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

계층에서는 종합 인 가 치를 기 으로 시각  즐

거움(0.18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의 

즐거움(0.13477), 그 다음은 실 의 즐거움(0.10625) 

순서로 나타났다. 

국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에 비해 한국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경우, 상 계층에서는 성취의 즐

거움(0.30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각  즐거

움(0.25790), 그 다음 콘텐츠의 즐거움(0.24347), 상

호작용의 즐거움(0.1931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리고 하 계층에서는 종합 인 가 치를 기 으로 

국 온라인 게임 사용자와 동일하게 시각  즐거

움(0.170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 의 즐거

움(0.13477)이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은 보상의 즐

거움(0.10625)이 세 번째 높은 순 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비교해 본 결과를 통해 

국 온라인 사용자들은 가장 요시하는 요인은 상

호작용의 즐거움, 성취의 즐거움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 온라인 사용자들은 가장 요시하는 요인은 

성취의 즐거움, 감각  즐거움 순이었다. 특히 모바

일 게임 경우와 유사하게, 상호작용의 즐거움이 

국 온라인 사용자(0.33967)는 한국 온라인 사용자

(0.19310)에 비해 상 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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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 집단의 상 인 요도

<표 5>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변수
집단 통계량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국가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양쪽) 가설채택 여부

감각  즐거움
k 60 0.22056 0.02847 

-0.366 0.715 

채택

c 63 0.21061 0.02653 

콘텐츠의 즐거움
k 60 0.18721 0.02417 

2.740 0.007
** 

c 63 0.17129 0.02158 

성취의 즐거움
k 60 0.22611 0.02919 

1.836 0.069
* 

c 63 0.18777 0.02366 

상호작용의 즐거움
k 60 0.18532 0.02393 

-3.887 0.000***

c 63 0.22060 0.02779 

유의수 ：*：p < 0.1, **：p < 0.05, ***：p < 0.01, N = 122.

[그림 2]은 4개 집단( 국-모바일, 한국-모바일, 

국-온라인, 한국-온라인)의 게임의 즐거움의 요

인에 한 요도에 한 인식의 차이를 시각 으

로 보여 다.

4.3 T-검정

한국과 국 사용자 구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총 123명의 게임 사

용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감각  즐거움(t 

= -0.366, p = 0.715)을 제외하고 콘텐츠의 즐거움

(t = 2.740, p = 0.007), 성취의 즐거움(t = 1.836, p 

= 0.069), 상호작용의 즐거움(t = -3.887, p = 0.000)

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과 한국 게임 사용자 집단 간에 즐거움 요소에 

한 평가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립가설 H1이 채택되었다.

게임 유형 구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검증 결과, 콘텐츠의 즐거움(t = 

-2.497, p = 0.014), 상호작용의 즐거움(t = 1.892, p 

= 0.061)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 

간의 즐거움 요소에 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립가설 H2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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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변수
집단 통계량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유형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양쪽) 가설채택 여부

감각  즐거움
o 60 0.26107 0.22157 

-0.734 0.464 

채택

m 63 0.28957 0.20888 

콘텐츠의 즐거움
o 60 0.18363 0.15660 

-2.497 0.014** 
m 63 0.26478 0.19995 

성취의 즐거움
o 60 0.28892 0.23332 

0.980 0.329 
m 63 0.25190 0.18375 

상호작용의 즐거움
o 60 0.26638 0.22402 

1.892 0.061*
m 63 0.19354 0.20278 

유의수 ：*：p < 0.1, **：p < 0.05, ***：p < 0.01, N = 122.

5. 토의  시사

본 장에서는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 로 주요한 

발견과 시사 을 도출하도록 한다.

5.1 한국과 국 게임 사용자 비교하는 경우

5.1.1 국 게임 사용자들은 한국 사용자들에 비

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더 요시한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구분 없이 국 사용자

들의 상호작용 즐거움에 한 요도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국 사

용자들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가장 요한 즐거

움의 요소로 뽑은 반면에 한국 사용자들은 가장 

덜 요한 즐거움의 요소로 단하 다. [그림 4]

는 상호작용의 즐거움에 한 하 요소들의 요

도를 국가별로 표시한 것이다. 국 사용자들은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국 모두 집단주의  

문화 특성을 공유하지만, “ 계”를 시하는 국

의 문화 인 특성이 게임의 사용에도 반 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34]. 국 아리리서치(iResearch) 

2010년에 발표한 “ 국 온라인 게임 사용자 인구 

조사”에서는 2010년까지 국 온라인 게임 시장 규

모가 327.4억 안에 도달하여 지난해에 비해 21.0%

의 성장을 이뤘다[33]. 그리고 2010년 국 인터넷 진

흥원(CNNIC)에서 발표한 “ 국 온라인 게임 사용

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변 친구들의 향을 받

아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 인 게임 사용동기를 알아

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6가지 집단(사교; 자아실 ; 체험; PK; 물입; 상

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에 체험집단은20.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교집단이 19.8%으로 높은 

비 으로 차지하 다[32]. 와 같은 이유로 국 

게임 사용자들도 “ 계”를 요시할 만큼 다른 게

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경

향이 높아진다. 즉 국 게임 사용자들은 상호작용

의 즐거움을 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시장

에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에 상호작용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1.2 한국 게임 사용자들은 국 사용자들에 

비해 성취의 즐거움을 더 요시한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구분 없이 한국 사용자

들은 성취의 즐거움이 가장 요한 요소로 보고 있

다. [그림 5]는 성취의 즐거움에 한 하  요소들

의 요도를 국가별로 표시한 것이다. 한국 사용

자들은 보상의 즐거움을 가장 요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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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것은 성취와 경쟁이 요시되는 한국 

사회  분 기를 반 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게임

의 장르별 즐거움 요인과 련한 연구에서 성취의 

즐거움을 실시간 략 게임(RTS：Real Time Stra-

tegy)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7]. 

2012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실시한 “게임 

이용자 보고서”에서는 RTS 게임이 선호하는 게임 

장르 에 4번째로 뽑힌 것을 나타났다[28]. 반면에 

2010년 국 아리리서치에 발표한 “ 국 온라인 게

임 사용자 인구 조사”에서는 선호하는 게임 장르 

에 RTS 게임은 10 권 순  내에도 들어가지 

못했다[33]. 표 인 RTS 게임인 스타크래 트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게임으로 불릴 만큼 사람들

의 취향에 잘 부응하고 높은 평가와 지지로 각종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하여  계층의 심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51]. 와 같은 이유로 한국 게임 

사용자들은 게임 내에 경쟁  성취를 즐기는 경향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출시하는 게임의 경

우에 사용자의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게임 내에 보상체계에 한 세심

한 설계가 필요하다. 

5.1.3 한국 게임 사용자들은 국 사용자에 비

해 콘텐츠의 즐거움을 더 요시한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구분 없이 한국 게임 사

용자들은 콘텐츠의 즐거움에 한 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모바일 게임 경우, 콘텐

츠의 즐거움에 한 요도가 온라인 게임의 경우

보다 큰 것으로 악되었다. 2012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실시한 “게임 이용자 보고서”에서는 

게임 장르를 제외하고 내용/소재/배경 등과 같은 

콘텐츠 부분이 한국 사용자가 게임 선택 시 가장 

큰 요인들로 나타났다[28]. [그림 6]은 콘텐츠의 즐

거움에 한 하 요소들의 요도를 국가별로 표

시한 것이다. 한국 사용자들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국 사용자들 콘텐츠의 자유성을 요시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한국이 국 게임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IT 인 라(네트워크, 하드웨

어, 소 트웨어)와 게임 제작  리 기술은 발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높은 게임들을 지속 으

로 한국 시자에서 선보이고 있다[52]. 이로 인해 게

임 사용자들의 요구가 차 게임 내에 콘텐츠의 다

양성에 집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IT인

라  기술의 수 이 상 으로 낮은 국 게임 

시장에서는 게임 사용자들의 요구들은 콘텐츠의 

다양성보다 기존 게임 내에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

용하는 것에 집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시

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즐거움이 상

으로 요하고 특히 콘텐츠의 다양성이 요하다. 

반면에 국에서 출시하는 게임에 경우에는 콘텐

츠의 자유성이 더 요하다. 

  [그림 4] 한  게임 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즐거움의 차이

[그림 5] 한  게임 사용자 간 성취 즐거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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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  게임 사용자 간 콘텐츠의 즐거움의 
차이

 [그림 7]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사용자 간 콘텐츠 
즐거움의 차이

 [그림 8]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즐거움의 차이

5.2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사용자 비교하는 

경우

5.2.1 모바일 게임 사용자들은 온라인 사용자 

들에 비해 콘텐츠의 즐거움을 더 요시 

한다

국가 간 게임 사용자에 구분 없이 모바일 게임 

사용자들에 한 콘텐츠 즐거움의 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는 콘텐츠의 즐거움에 

한 하 요소들의 요도를 게임의 유형별로 표

시한 것이다. 모바일 게임 사용자들은 스토리의 흥

미로움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게임을 기획 단계에 있어 그래픽과 사운드

와 같은 콘텐츠 기술  특성은 모바일 환경에서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  특성을 반 할 필

요가 있다. 즉, 사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한 해당 국가만의 문화  특징을 게임 스토리(이

야기) 내에 구 되어야 한다[6, 27]. 

5.2.2 온라인 사용자들은 모바일 게임 사용자 

들에 비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더 요 

시한다

국가 간 게임 사용자에 상 없이 온라인 게임 사

용자들은 상호작용의 즐거움이 가장 요한 요소

로 분석되었다. [그림 8]는 상호작용의 즐거움에 

한 하 요소들의 요도를 게임의 유형별로 표

시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경우, 상호작

용의 즐거움 에 하나인 사회  인정의 즐거움이 

가장 요시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게

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함

에 있어 상 방의 인정을 주고받기가 쉬운 시스템

을 구 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한 이유는 온

라인 게임이 다른 어떤 게임보다 높은 기술  환

경에서 실감이 넘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사람

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  교환으로 진

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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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계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사용하여 모바일과 온라인 게

임사용자, 한국과 국 게임 사용자들 간에 즐거

움의 요소에 한 요도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

다. 먼  게임의 즐거움을 포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

을 기 로 한국과 국의 사용자들의 즐거움의 요

소에 한 인식의 차이를 통계 으로 분석하 다. 

한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한 즐거움의 요소

의 차이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국 사용자들은 

상호작용의 즐거움에 더 큰 비 을 두었으며, 한

국 사용자의 경우에는 성취의 즐거움이 더 많은 비

을 두었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콘텐츠 즐

거움은 한국 사용자들이 국 사용자들 보다 상

으로 더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와 같

은 결과들을 토 로 한국과 국 간에 강조되는 

즐거움의 요소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 다. 이를 기 로 국 게임시장에 진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 을 본 연구에서 제

공하 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각 나

라의 한 학교에서 수행되었으며 국 66명, 한

국 60명으로 많은 사람을 상으로 설문이 진행되

지 못했고 조사한 상이 특정 연령 에 제한되어 

있어서 체 게임 사용자 모집단을 표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보다 많은 국가의 

게임 사용자를 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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