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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기능성 아이템과 장식용 아이템, 두 집단 간의 아

이템 요도  과 에 한 생각을 연구하 다. 분석 결과로는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경쟁에 향을  수 있는 투력과 능력치 요소가 함유된 유료 

아이템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는 자

기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캐릭터의 외형 변화를 통한 치장과 이러한 치장용 아이템 수집

욕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은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아이템 구매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나아가 게임 캐릭터를 통해 자기 자신의 투 과 ‘  다른 나’를 

인식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users’ intention on paid game items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The functional item buying group considered the capabilities 

and strength of the game character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winning of the 

games while the decorative game item buying users considered self-satisfaction for the 

unique outfit of their game character. Moreover, they reflected their game characters as 

themselves and another ego. 

  

Keywords : Online Game(온라인게임), Paid Item(유료아이템), Payment(결제), Users 

Intention(유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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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게임 유 의 특성과 가상 아

이템이라는 온라인 게임 내 제품 특성과의 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게임 과  유 를 

크게 기능성 아이템과 장식용 아이템 구매자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과 에 한 의사와 성

향을 비교 분석하 다. 

온라인 게임 유 에게 있어 가상공간의 아이템

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

을 과시하는 요한 수단이다[1].

온라인 게임 유 들이 게임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15,000원으로, 약 67.4%의 유 들이 과 에 

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리니지가 정액제에서 

부분유료화 모델로 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템 매 모델은 이미 게임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구매와 유 의 특성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4]. 

한 수익창출을 한 게임사의 과도한 과  유

도는 확률형 아이템, 즉 랜덤 박스와 같은 상업  

유료 아이템으로 이어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으

며, 유 와 게임사 간의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4]. 

그리고 이런 과 은 때로 게임 내 밸런스를 무

뜨려 게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5]. 

이는 유 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신규 유  유입

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발생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 아이템 과 에 응하는 

유 의 특성에 한 분석을 통해 가상 아이템이라

는 제품 특성과 유  집단의 계를 연구해 보고

자 한다. 

아이템 과 에 련한 선행연구들로는 김소울

(2016)의 게임 내 캐릭터 뽑기를 이용하는 유 들

의 과  심리 분석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과  

유 들의 심리를 크게 도박  심리 반응, 희소성에 

한 반응심리, 그리고 개인  만족감 세 가지로 

분류하 으며, 이에 따른 구체  요인으로 유 의 

자기합리화의 오류, 매몰비용의 오류, 패배의식과 

상  박탈감 해소, 그리고 수집욕구를 지 했다

[6].   

한 정 재(2015)의 온라인 게임 내 무료 이용

자와 유료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비교한 연구에 따

르면, 유료 이용자, 즉 과 을 하는 유 들이 무료 

이용자 보다 게임 이용에 한 몰입도가 더 높고 

이용자간 상호작용의 비 과 아이템에 한 소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본 논문의 연구 유 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진다.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와 장식용 아

이템을 구매하는 유 이다. 이는 Ho & Wu(2012)

의 연구에 기반하여 분류되었는데, 해당 연구에 따

르면 게임 내 아이템은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기능 (Functional)요소 아이템과, 외  요소

를 장식하는 감성 (Emotional)1)요소, 타인과의 

계를 형성시켜주는 사회 (Social)요소를 나타내는 

아이템으로 나뉜다[8]. 하지만 본 논문은 사회  

요소를 배제한 기능  요소와 감성  요소를 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  외(2019)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특성

과 이용자 특성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는 주로 

MMOPRG( 규모 다  사용자 온라인 롤 잉 

게임,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장르에서처럼 아이템  캐릭터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이하는 반면, 장식용 아

이템을 구매하는 유 는 MOBA(  항 온라인 

게임,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와 같은 

장르를 주로 이한다[9]. 

통상 으로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는 

캐릭터  아이템의 외  요소인 디자인을 요시

할 것으로 측된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연구 결

과 한 존재한다. 이정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 특히 MOBA 장

르에서는 캐릭터의 외형  아이템의 디자인에 

한 변화를 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1) 본 논문에서는 감성적 요소를 장식용 아이템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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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아이템이 가진 제품 

특성과 유  특성에 한 계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기로 한다.

2. 본  론

2.1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 network 

analysis) 방법은 국제 으로 통용되는 연구 방법

으로 국내의 많은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1].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의 의미  내용을 

키워드를 토 로 하여 분석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용분석 방법으로, 언어와 언어 사이의 연  계

와 상 계를 알아보고 텍스트에서 의미를 나타내

는 개념을 단어의 형태로 추출한다[12]. 방법론  

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내용분석 방법의 

범주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통 인 통계  방

법론에서 네트워크 구성까지 확장된 내용분석 방법

이다[12].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서 추출한 단어

의 출  빈도, 단어 간의 인 성  도, 단어의 

심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13]. 세부분석방법으

로는 도(density)와 심성(centrality)을 지표로 

활용하는 심성분석(centrality analysis)이 있다. 

이는 시각 으로 단어들이 얼마나 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단어와 단어 간 얼마의 계를 맺고있

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2.2 심성분석의 종류 

심성분석의 종류는 크게 4개의 심성들로 나

뉘는데, 보통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고유벡터

(eigenvector/prestige centrality), 인 심성

(closeness centrality)으로 분류된다[13].   

연결 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각 단어(node)가 

얼마나 심에 치하여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

다. 매개 심성은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들 사이

에 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  역할

을 심으로 단한다. 해당 값이 클수록 주요 단

어들 사이에 치되며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 흐름

에 한 향력을 갖는다. 고유벡터는 네트워크 내

에서 한 단어의 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로 

심성이 높은 단어들과 연결선을 나타낸다. 인

심성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  거리를 측정

하는 지표로써, 해당 연결  거리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다. 

2.3 연구과정  방법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차는 다음과 같다.

[Fig. 1] Proces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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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  결과

3.1 분석 상

본 연구는 각 유  집단의 유료 아이템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재 활발히 온라인 게임을 이하는 20 를 주

된 인터뷰 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 으며, 인터

뷰 내용으로는 아이템 구매 시 가장 요하게 고

려하는 요소와 구매 후 아이템 착용 시 유 가 받

는 느낌, 나아가 커뮤니티 이용에 한 유 의 생

각 등을 질문하 다.   

인터뷰는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9명,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9명으로, 총 18명

으로 진행하 으며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3.2 연구 분석

심층 인터뷰를 텍스트화하여 추출된 키워드는 

빈도수에 따라 3번 이상 언 된 키워드만 선정하

다. 총 기능성 아이템 집단 30개, 장식용 아이템 

집단 30개를 선정하 으며, 선정된 키워드와 빈도

는 다음과 같다. 

[Table 2]는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추출된 키워

드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능력치(Capability)’가 16

번으로 제일 많은 빈도가 나타났고, 이후 ‘자기만

족(Self-satisfaction)’이 13번, ‘ 투력

(Strength/Power)’이 3번째 높은 12번, ‘이김/승리

(Victory)’가 10번이 언 되었다. 

[Table 3]은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집단의 

빈도표이다. 해당 집단은 ‘자기만족’이 18번, ‘차별

화/개성(Differentiation/Uniqueness)’이 16번, ‘외

 요소/디자인/멋’이 15번으로 나타났다. 

 No. Age
Gende

r
Genre Name of Game

F
u

n
c
tio

n
a
l 

Ite
m

F1 29 M MMORPG Blade & Soul

F2 27 M Card Game Hearth Stone

F3 39 F MMORPG
Heros & 

Generals

F4 35 M MMORPG Tree of Savior
F5 32 M Racing Game Kart Rider

F6 27 M MMORPG Lostark

F7 27 M MMORPG
Lostark, 

MapleStory

F8 27 M Sports Game FIFA Online4
F9 27 M MMORPG Lostark

D
e
c
o
r
a
tiv

e
 
Ite

m

D1 28 M MOBA. FPS
League of Legends, 

Battle Ground

D2 27 M MOBA League of Legends
D3 30 M MMORPG World of Warcraft
D4 42 M FPS Far Cry5
D5 29 M MOBA League of Legends
D6 27 M MOBA League of Legends
D7 27 M MOBA League of Legends
D8 27 M MOBA League of Legends

D9 26 M MOBA League of Legends

[Table 1] Information of Interviewees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Capability 16 Competition 5

Self-

satisfaction
13

Differentia

tion
5

Strength

/Power
12

Conscious 

of Others
5

Victory 10
Cost-

effectiveness
5

Community 8 Efficiency 5
Satisfaction 8 Enjoyment 4
Information 7 Contents 4
Reinforce

ment
7

One’s 

Ability
4

Rarity/

Limited
7

Immediate 

Experience
3

Superiority 7 One-off 3
Necessity 7 Effectiveness 3

Saving 

Growth Time
6

Competitive 

Advantage
3

Ranking 5 Design 3
Importance 5 Show-off 3

Essential 5
Recognition

/Trust
3

[Table 2] Keyword Frequency of Functional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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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은 기능성 아이템 그룹

은 온라인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상

승시킴으로써 투력 향상을 통해 자기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승패 여부와 커뮤니티 활동

에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집단은 유

료 아이템 구매 시 자기만족과 충족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아이템의 외  요소와 디

자인의 차별화를 통한 개성 표출이 요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타인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희귀한 아이템들을 수집하는 

것이 요한 요소임이 밝 졌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각 집단의 키워드 빈도수 측정 이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각 키워드 간의 계

를 조사하 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툴로는 ‘Uninet’ 

로그램을 사용하 고, 이후 시각화를 해 

‘Netdraw’ 로그램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키워드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성과 

심성  계 분석을 해 연결 심성과 매개 심

성, 그리고 고유백터 심성을 으로 하여 계

성을 연구하 다. 

3.4 연구 결과

3.4.1 시각화

[Fig. 2]와 [Fig. 3]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를 시각화한 모습이다.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시각화 결과, 그림에서 

‘ 투력’과 ‘이김/승리’, ‘경쟁’, ‘능력치’, ‘우월감’이 

가장 심에 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곧 유 의 온라인 게임 내 경쟁력과 직 인 

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다. 

한 해당 키워드들이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네

트워크 내에서 가장 높은 연결성과 심성을 나타

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만

족감’은 ‘우월감’, ‘단발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과  후 유 가 느끼게 되는 만족도가 장기 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닌, 단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 유 와의 경쟁에서 우월함을 느낄 경

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식용 아이템과 다르게 기능성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의 기능  요소가 계속 발 되어가고 능력  

부분이 향상되어 새로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도가 단기 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기

능성 아이템 집단에게 과 을 통한 만족은 아이템 

구매 후 실질 이고 즉각 으로 체감이 되어야 한

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장식용 아이템 구매 집단의 시각화 결과 

해당 집단에서 가장 높은 연결성과 심성을 나타

내는 키워드는 ‘외 요소/디자인/멋’과 ‘자기만족’, 

‘ 향력 없음’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아이템 집단에게 다른 유 의 향이 과

을 하는 주된 이유  하나로 나타났다면, 장식

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들은 자신의 캐릭터의 

외  요소인 치장을 통한 개인의 만족, 즉 자기만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Self-

satisfaction
18 Affection 5

Differentiation

/Uniqueness
16

Visual Elem-

ents & Effect
5

Design 15 Community 5
Rarity/

Limited
11 Collecting 5

Decorate 11
Conscious 

of Others
4

Importance 10
Another 

Me
4

Satisfaction 9 Necessity 3
Outlook & 

Effect Change
9 Essential 3

Beauty/

Splendor
8 Impulse 3

No Influence 8 Events 3
Show-off 8 One’s Ability 3

Enjoyment 7 Chance/Options 3
Superiority 6 Information 3
Possessiveness 6 Confidence 3

Mastery 6
Get a 

Head Start
3

[Table 3] Keyword Frequency of Decorativ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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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가장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자기만족  충족감은 유 들이 게임 내 자

신의 캐릭터에 몰입하여 ‘  다른 나’로써 개성을 

표출하고 타인과 다른 특별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써 캐릭터 동일시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이들은 과 을 통한 캐릭터의 외형 변화를 통해 

게임의 재미와 흥미를 느낀다.

나아가 ‘ 향력 없음’은 ‘실력’, ‘숙련도’, ‘재미’ 

와 같은 요소들과 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키워

드들은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들은 과 이 

아닌 오로지 본인의 실력을 통한 게임 이를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에게 과 은 커

뮤니티 경쟁과 같은 집단  개념이 크다면,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집단에는 자기만족과 캐릭

터를 통한 자아표출과 같은 개인의 개념이 크게 

향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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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sualization of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ult of Functional Item

[Fig. 3] Visualization of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ult of Decorativ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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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연결 심성 결과, ‘능력치

(Capability)’가 19로 가장 연결성이 많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후 ‘자기만족(Self-satisfaction)’과 ‘이

김/승리(Victory)’가 16으로 능력치 다음으로 연결

성이 많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해당 키워드들은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유료 아

이템 구매의도에서 가장 심에 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내 연결 이 높아 심에 치해 있는 

단어들은 해당 집단이 과 을 할 때 타 유 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이템 구매 

시 투력  능력치, 우월감과 같은 경쟁 요소가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식용 아이템 집단은 ‘자기만족’이 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 으며, 이후 ‘외 요소/디자인/

멋’이 36, ‘차별화/개성’과 ‘외형  이펙트 변화’가 

두 번째로 높은 28, ‘희귀성/한정 ’이 25으로 세 

번째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집단은 ‘자기만족’이 가장 심에 치하여 

있으며,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 이 많음을 의미하

며, 자기만족을 통한 유료 아이템 구매가 가장 

요한 과  요소임을 나타낸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따른 각 집단 별 연결

심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Keyword
De

gree

nDe

gree
Keyword

De

gree

nDe

gree
Capability 19 .109 Competition 14 .080

Self-

satisfact

ion

16 .092
Differenti

ation
7 .040

Strength

/Power
12 .069

Conscious 

of Others
6 .034

Victory 16 .092

Cost-

effective

ness

6 .034

Community 8 .046 Efficiency 6 .034
Satisfaction 10 .057 Enjoyment 5 .029

[Table 4] Degree Centrality Result of 

Functional Item 

Information 9 .052 Contents 5 .029
Reinforce

ment
9 .052

Immediate

Experience
4 .023

Rarity/

Limited
9 .052 One-off 4 .023

Superiority 10 .057
Effective

ness
8 .046

Necessity 5 .029
One’s 

Ability
4 .023

Saving 

Growth 

Time

8 .046
Competitive 

Advantage
1 .006

Ranking 8 .046 Design 5 .029
Importance 12 .069 Show-off 3 .017

Essential 6 .034
Recognition

/Trust
3 .017

Keyword
De

gree

nDe

gree
Keyword

De

gree

nDe

gree
Self-

satisfaction
43 .212 Affection 12 .059

Differentiation

/Uniqueness
28 .138

Visual 

Elements 

& Effect

9 .044

Design 36 .177 Community 6 .030
Rarity/

Limited
25 .123 Collecting 20 .099

Decorate 19 .094
Conscious 

of Others
12 .059

Importance 24 .118
Another 

Me
10 .049

Satisfaction 12 .059 Necessity 8 .039
Outlook & 

Effect 

Change

28 .138 Essential 6 .030

Beauty/

Splendor
13 .064 Impulse 4 .020

No 

Influence
24 .118 Events 5 .025

Show-off 16 .079
One’s 

Ability
18 .089

Enjoyment 19 .094
Chance/

Options
2 .010

Superiority 12 .059 Information 5 .025
Possessi

veness
11 .054 Confidence 10 .049

Mastery 16 .079
Get a

Head Start
13 .064

[Table 5] Degree Centrality Result of 

Decorativ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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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매개 심성 결과, ‘자기만

족’이 98.303으로 가장 높은 매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능력치’와 ‘ 요성

(Importance)’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단어

들이 다른 주요 단어들 사이에 치하여 정보 흐

름에 있어 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집단의 주요 키워드들은 자기만

족과 능력치, 그리고 요성을 통해 높은 확률로 

구성되어짐을 의미한다.

 반 로 ‘커뮤니티(Community)’, ‘가격/가성비

(Cost-effectiveness)’, ‘경쟁우 (Competitive 

Advantage)’와 ‘인정/신뢰(Recognition/Trust)’는 

매개 심성 값이 0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단어들과

의 연결 이 없어 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

미한다. 

장식용 아이템 집단은 ‘치장(Decorate)’이 73.510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수집(Collecting)’이 

60.063으로 네트워크 내 두 번째로 매개  향력

을 갖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한 ‘자기만족’이 

34.371로 세 번째 높은 매개 심성을 띄었는데, 이 

한 장식용 아이템 집단에서 요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집단에서는 ‘충동(Impulse)’와 ‘기회

/선택지’가 0으로 나타나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eyword Betweenness Keyword Betweenness
Capability 58.078 Competition 27.157

Self-

satisfacti

on

98.303 Differentiation 20.427

Strength

/Power
35.471

Conscious 

of Others
28.767

Victory 19.519
Cost-

effectiveness
.000

Community .000 Efficiency 13.233
Satisfaction 31.958 Enjoyment 28.450
Information 5.308 Contents 3.767

[Table 6] Betweenness Centrality Result of 

Functional Item

Reinforce

ment
10.110

Immediate

Experience
5.354

Rarity/

Limited
20.876 One-off 4.641

Superiority 35.351 Effectiveness 9.021

Necessity .750
One’s 

Ability
4.494

Saving 

Growth 

Time

16.122
Competitive 

Advantage
.000

Ranking 14.397 Design 1.883
Importance 49.922 Show-off 5.333

Essential 16.309
Recognition

/Trust
.000

Keyword Betweenness Keyword Betweenness
Self-

satisfaction
34.371 Affection 3.611

Differentiation

/Uniqueness
11.021

Visual 

Elements 

& Effect

.400

Design 30.546 Community 2.362
Rarity/

Limited
8.454 Collecting 60.063

Decorate 73.510
Conscious 

of Others
3.841

Importance 3.925 Another Me 3.746
Satisfaction 2.002 Necessity 1.686
Outlook & 

Effect 

Change

25.830 Essential 6.414

Beauty/

Splendor
1.506 Impulse .000

No 

Influence
17.576 Events 1.869

Show-off 5.641
One’s 

Ability
7.014

Enjoyment 17.714
Chance/

Options
.000

Superiority 2.919 Information .500
Possessiv

eness
2.503 Confidence 1.084

Mastery 4.290
Get a

Head Start
2.600

[Table 7] Betweenness Centrality Result of 

Decorativ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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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고유벡터(Eigenvector Centrality)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고유벡터 분석 결과, ‘능

력치’가 0.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이김/

승리’가 0.467, ‘ 투력(Strength/Power)'이 0.220

으로 순  되었다.  

이는 ‘능력치’가 기능성 아이템 집단의 네트워크

에서 높은 향력을 갖고 있는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높은 

가 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장식용 아이템 집단은 ‘외 요소/디자인/멋

(Design)’이 0.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캐

릭터의 외  요소가 다른 향력이 높은 키워드들

과 높은 연결성을 나타내고, 이에 높은 가 치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자기만족’이 

0.467, ‘ 요성’이 0.357로 집계되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따른 각 집단 별 고유벡

터결과는 다음과 같다.

 

Keyword Eigenvector Keyword Eigenvector
Capability .638 Competition .326 

Self-

satisfactio

n

.210 Differentiation .030 

Strength

/Power
.220 

Conscious 

of Others
.013

Victory .467 

Cost-

effective

ness

.019

Community .042 Efficiency .029
Satisfaction .111 Enjoyment .020 
Information .053 Contents .021 
Reinforce

ment
.227 

Immediate

Experience
.016 

Rarity/

Limited
.062 One-off .051

Superiority .119 Effectiveness .032 

Necessity .034 
One’s 

Ability
.059 

Saving 

Growth 

Time

.119 
Competitive 

Advantage
.001 

Ranking .133 Design .094 
Importance .160 Show-off .022 

[Table 8] Eigenvector Centrality Result of 

Functional Item

Essential .107
Recognition

/Trust
0.002

Keyword Eigenvector Keyword Eigenvector
Self-

satisfaction
.462 Affection .036

Differentiation

/Uniqueness
.335

Visual 

Elements 

& Effect

.073

Design .482 Community .014
Rarity/

Limited
.303 Collecting .102

Decorate .103
Conscious 

of Others
.111

Importance .357
Another 

Me
.081

Satisfaction .096 Necessity .062
Outlook & 

Effect 

Change

.188 Essential .034

Beauty/

Splendor
.148 Impulse .003

No 

Influence
.204 Events .005

Show-off .078
One’s 

Ability
.122

Enjoyment .122
Chance/

Options
.003

Superiority .099 Information .005
Possessiv

eness
.071 Confidence .061

Mastery .079
Get a

Head Start
.057

[Table 9] Eigenvector Centrality Result of 

Decorativ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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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키워드 빈도수,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고유벡터 심성 분석결과와 그에 따

른 시각화 분석 결과,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들은 투력과 그에 따른 능력치 상승에 많은 

비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 아이템 구매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 

한 그들의 만족감은 과 에 따른 실질  체감

이 즉각 으로 이 질 때, 즉 유료 아이템의 효율

성과 효과성이 구매 이후 즉시 느껴질 때 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성 아이템 집단이 요

하게 여기는 키워드들로는 커뮤니티, 정보, 과시, 

자기만족 랭킹  순 가 존재한다.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들은 캐릭터의 

외  요소인 과시성을 유료 아이템 구매 시 가장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자

기만족, 외형  이펙트의 변화가 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구체 으로,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 들은 

자신의 외형 변화를 통해 상 에게 자신이 얼마만

큼의 시간과 돈을 해당 게임에 투자하는지 캐릭터

를 꾸 으로 간 으로 보여  수 있기 때문에 

타 유 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 이들 집단에서는 타인과 차별화된  다

른 나를 캐릭터에 투 할 수 있는 이 과 에 

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성 아이템 집단은 장식용 아이템 집단과는 

다르게 타 유 와의 정보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성 

활동 한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

을 통한 만족도는 장기 이 아닌 단발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이러한 만족도는 유료 아

이템 구매 시 그 효과가 즉각 으로 유 에게 체

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부각되었다.

장식용 아이템 구매 집단은 게임을 이 할수

록 자신의 캐릭터에 애정  애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 들이 게임 내 캐릭터

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  다른 나’로써 과 을 향

상시키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게임 유 의 캐릭터 동일시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바 있다. 김성호(2007)에 따

르면, 게임 유 의 캐릭터 동일시가 클수록 로우

(flow) 상태가 된다[14]. 해당 논문은 캐릭터 동일

시는 게임 자체의 즐거움을 유 들에게 제공하는 

요인임을 밝 냈다. 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유

의 실질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를 게임 캐

릭터를 통해 구 할수록 캐릭터에 한 동일시 수

이 높아진다고 하 다. 

이는 실제 게임 유 가 자신의 모습을 캐릭터를 

통해 투 하고 표 함을 의미하며, 캐릭터 육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구 할수록 게임 캐릭터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한 게임 유 들

은 게임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캐릭터에 일체감을 부여한다

[16]. 

박승배 외(2016)는 게임 유 가 애착을 느끼게 

되면 온라인 게임 내 캐릭터를 통해서 자아표 에 

능동 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 다[17]. 이는 게

임 유 가 그들의 캐릭터를 자아표  는 자아강

화의 기회로 삼고, 그 정도가 클수록 게임에 한 

매력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 은 각 집단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에 해 나타냈다는 

이다. 투력  능력치와 커뮤니티와 같은 경쟁  

요인은 기능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집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만족과 과시성이 

장식용 아이템을 구매하는 집단에게 요하게 고려

되는 요인임을 밝 냈다. 

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각 게임 유  집단

의 유료 아이템 구매의도와 소비성향의 비교분석이 

앞으로의 새로운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에 하나의 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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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 은 온라인 게임의 장르와 종류

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다. 보다 정확한 유 들

의 구매의도를 악하기 해 향후에는 하나의 온

라인 게임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연

구되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게임 아이템의 구분에서 한계 이 존재

한다. 이는 기능성 아이템과 장식용 아이템의 구분

이 모호한 것으로, 두 집단의 기능  부분이 혼용

되어 사용되어지는 게임 아이템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에서 이를 구분하는 

개념을 사 에 인터뷰 상자들에게 공지하여 제한

하 지만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 종류

의 제한과 게임 내 아이템의 기능  구별이 철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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