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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험이 

사용자의 몰입(Flow)과 즐거움(Enjoyment)에 

미치는 영향

한      가     람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스포츠 온라인게임이 사용자의 몰입과 즐거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사용자들의 몰입 요인들을 밝혀 이들의 행동과 심리

를 이해하고 실제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게임과 스포츠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Csikszentmihayi(1990)의 몰입(Flow)이론을 참조하

여,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가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변수로 –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백, 목표, 사회적 사호작용을 설정, 이 변수를 통해 각 스포츠게임을 

대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설문 분석 했다. 스포츠게임 온라인 커뮤니

티 이용자 294명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43부를 

제외한 2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SEM) 모형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인으로 집중(인터페이스), 컨트롤

(조작정도), 도전(난이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스포츠 온라인게임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인 중 가장 큰 영향

을 미쳤으며, 사용자가 스포츠 온라인 게임에 몰입할수록 즐거움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가설 중 피드백(보상)

을 제외한 모든 가설들은 지지되었으며, 사용자가 몰입할수록 게임에 대한 즐거

움 역시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몰입, 즐거움, 스포츠온라인게임, 사회적 상호작용, 게임, 스포츠, 스포츠

게임

학번: 2011-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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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게임은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

히 최근 SNS 열풍과 더불어 페이스북을 통한 게임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기준 

20%에 해당하는 수치 2억 5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국내 게

임시장은 청소년 관련 규제, 해킹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18.5%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 문화산업의 주요 컨텐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플랫폼 내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70.8% 라는 높은 점유율로 비디

오 게임, 모바일 게임 과 비교해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다. 게임시장의 규모는 전

년(7조 4312억 원)에 비해 18.5%가 성장한 8조 8047억 원으로 추산된다(게임백서,

2012). 이러한 게임시장에서 스포츠 게임은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장르의 

하나로(Adams, 2005; Arrington, 2003; Kushner, 2002; Wingfield, 2005; 김인준,

2012) 스포츠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스포츠게임역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현실 스포츠를 그대로 구현한 닌텐도WII의 위 스포츠(2006)는 2013년 기준으로 

6028만장이라는 기록으로 모든 장르의 게임 판매량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임 중 하나인 테트리스(1984)가 25위 스타크래프트

(1998)가 26위라는 사실로 닌텐도WII 스포츠의 1위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짐

작할 수 있다(ZDnetkorea, 2013).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은 그 특성상 현실세계를 모방하고 있으므로 

실제 스포츠와 많은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Rollings & Adams, 2004). 국내 온라

인 게임순위를 주간 단위로 분석한 자료(www.Inven.co.kr, 2013)를 살펴보면 프

로야구 게임의 경우 국내 프로야구가 개막함과 동시에 시즌 기간 동안 야구를 

주제로 한 온라인게임들의 순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스포츠를 표방한 게임의 인기상승과 스포츠 게임 산업의 성장에 발

맞추어,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관련 사업자들은 기존의 매체들 보다 더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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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적이고 통합적인 소통 수단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스포츠 게임을 

통해 광고나 프로모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Chaney et al., 2004; Ferrazzi et

al., 2003; Arrington, 2003; Lefton, 2005; 김인준, 2012). 또한, 게임회사 역시 실제

스포츠 팬을 스포츠게임의 잠재적인 사용자로 인식하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수

단으로 스포츠를 후원 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CJ 마구마구는 국내 프로야구를 

후원했으며, NCsoft는 프로야구 팀을 창단하였고, 넥슨은 롯데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축구를 주제로 한 EAsports 의 FIFAonline 서비스 시기와 맞춰 넥슨은 잉

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QPR팀과 박지성을 스폰서 하고 있다. 또, EAsports는 

스포츠 게임 내에 실제 경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판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버거킹이나 맥도널드, 나이키, 인텔 등 다양한 업체들이 광고를 도입하여 게임을 

폭넓은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 게임은 대중들에게 각종 스포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Rollings & Adams, 2004). 스포츠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 

게임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스포츠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고 유저들이 

스포츠관련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게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운동기술이나 전술, 선수들의 

프로필, 경기장 까지 실재감을 바탕으로 입력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임 내용

이 사용자에게 현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이연주, 2002). 이러한 다

양한 관점에서 스포츠온라인게임의 성장은 스포츠온라인게임이 더 이상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스포츠 컨텐츠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김재구, 소재무,

2008). 실제 스포츠를 표방한 스포츠 게임은 스포츠 마케터나 광고주와 같이 스

포츠 시장의 다양한 의사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다

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포츠 온라인게임 세계는 새로운 기회의 땅인 

것이다.

또한 스포츠란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강준호, 2005)이

라는 정의 하에 스포츠 파생상품과 스포츠 산업클라스터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강준호(2005)는 스포츠 산업클라스터의 하위산업 영역



- 3 -

으로 스포츠복권과 스포츠게임이라는 영역으로, 스포츠게임은 새로운 스포츠 산

업클러스터로서 새롭게 파생된 컨텐츠로 게임 상품이란 명목 하에 분류 하였다.

이는 스포츠게임을 스포츠 산업의 요소와 더불어 새로운 개념의 기존 스포츠 산

업의 하위영역으로 제시한 것이다(강준호, 2005).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게임의 인기와 관련된 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

구하고 스포츠 게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Kim, Walsh & Ross, 2008). 이재현(2001)은 이러한 이유로 3가지 요소를 제시 

했다. 첫째, 게임 자체가 아직 그럴듯한 연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둘

째, 연구자들이 연령의 문제로 인해 컴퓨터 게임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

는 점. 셋째, 게임 자체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이론적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그

러나 스포츠 게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및 스포

츠 참여유도 및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컨텐츠로 또 다른 블루오션임에 틀림없다

(Kim, Walsh & Ross, 2008).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컨텐츠를 

이용하려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스포츠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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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

용자의 경험적 몰입요인들을 밝히고, 이러한 사용자의 몰입요인이 사용자의 즐거

움에 미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는 실제 스포츠와 스포츠팬에 대

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스포츠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

들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 메커니즘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온라인게임의 집중은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스포츠온라인게임의 컨트롤은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스포츠온라인게임의 도전은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스포츠온라인게임의 피드백은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스포츠온라인게임의 목표는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스포츠온라인게임의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일곱째, 몰입은 즐거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스포츠 온라인게임 시장을 이해하려는 연구자,

스포츠마케터와 광고주, 스포츠게임 기획자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온라

인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스포츠팬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스포츠 스폰서십 확대, 컨텐츠 활성화 등 스포츠와 관련

된 새로운 시장의 기회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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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온라인게임의 경험과 몰입이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온라인게임 경험의 어떤 요소가 사용자의 몰입

(Flow)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몰입이 사용자의 즐거움(Enjoyment)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이고자 한다.

1) 스포츠 게임의 경험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은 다른 장르의 게임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아

주 잘 알고 있는 현실을 모방하고 있다. 스포츠 외 장르의 게임경험을 예로 온라

인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 어느 누구도 실제 용을 사냥하기 위해 전투에 나가 

본적이 없고, 사용자 중 극소수의 사람만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

고 있는 것에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프로 야구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

는지 알고 있다. 즉, 스포츠 게임이란 장르는 현실세계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

한 얼마 안 되는 장르 중 하나인 것이다(Rollings & Adams, 2004). 물론 모든 스

포츠 게임들이 현실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게임을 예로 Joy city의 

프리스타일 풋볼, Game tree의 팡야와 같이 설령 실제 스포츠를 배경으로 하였

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가상의 판타지세계를 지향한 게임인 것들도 있다. 그

러나 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세계는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정확히 묘

사 되어야 한다. 그들은 게임 속세계가 현실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결함으

로 생각하기 때문이다(Rollings & Adams, 2004). 비디오게임의 경험을 하나의 미

디어 경험으로 해석한 Kim & Ross (2006)는 인터뷰를 통해 스포츠 비디오게임 

사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규명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를 발견하였다. 이

용 동기 요소로는 스포츠 관련 지식의 적용(knowledge application), 대리만족

(fantasy), 스포츠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sport), 경쟁(competition),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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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재미(entertainment), 기분전환(diversion)으로 총 7개

의 요소로, 이 중 ‘스포츠 관련 지식의 적용’과 ‘스포츠와의 동일시’ 동기요인은 

스포츠 게임이 다른 장르의 게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가능한 요소라고 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단순한 재미를 목적으로 스포츠 게임

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본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게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포츠 게임은 기존의 여느 장르 게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게임의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에서는 아직 왜 사

람들이 스포츠게임을 하는지, 어떤 요소가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

한 논문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게임의 다양한 

특수성이 다른 장르의 온라인게임과는 다르게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

제하에 몰입의 결정요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2) 몰입과 즐거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먼저 생각

하며, 사람들은 쾌락에 대해 음식, 섹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위와 편리함 따위

라고 생각한다(Csikszentmihayi, 1990). 그러나 쾌락이란, 생물학적 과정이나 사회

적 환경의 의해 고정된 기대 수준이 충족되었다는 정보를 우리가 의식하게 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쾌락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일상의 생활에서 보람을 주는 일에 대해 질문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쾌락과 관련

된 일이 아닌 과거의 다른 사건이나 경험을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즐거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Csikszentmihayi, 1990). 즐거움은 사람

이 과거에 이루고자 했던 바를 성취하거나 어떤 욕구를 충족 시켰을 때 생겨난

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난 후 자신 스스로가 변했다고 깨닫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확장된 것이다(Csikszentmihayi, 1990). 쾌락을 주는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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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울 수 있지만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두 정서는 같지 않다. 그 예로 보통 사람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쾌락을 느낄 수는 있지만, 미식가들이 음식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느낄 수 없다. 이 말은 쾌락은 정신적인 노력 없이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집중과 노력을 기울여야 느낄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즐거움 없이도 삶은 쾌락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삶은 행운이

나 외부 환경에 의지하기 때문에 위태롭다. 경험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

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쾌락이 아닌 즐거움으

로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즐거운 경험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Csikszentmihayi (1990)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즐거움 이라는 것을 어

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것은 8가지의 

주요 구성요소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거치지 

않고 얻는 행복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얻는 쾌락으로, 요소를 통해 얻는 행복

은 즐거움(Enjoyment)이라 보았다.

3) 몰입의 결정요인

Csikszentmihayi (1990)는 연구를 통해 발견한 즐거움의 8가지 주요 구

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일어난다.

(2)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4)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일상에 대한 걱정이나 좌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깊은 몰입 상태로 

행동할 때이다.

(6) 사람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 감을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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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8) 시간의 개념이 왜곡된다.

즉,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몰입(Flow)이란 주어진 도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이 있고, 목표가 명확하고, 분명한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상태이다

(Csikszentmihayi, 1990). 몰입에 대한 칙센미하이의 이론은 최근 게임의 몰입과 

재미와 관련된 기초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게임의 

몰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아니란 제약이 있다. Sweeter &

Wyeth(2005)는 몰입이론을 통해 A Model for Evaluating Player Enjoyment in

Games(AMEPE)를 개발 하였다. 그들은 집중(concentration), 도전(challenge), 사

용자기술(player skills), 조작(control), 명확한 목표(clear Goals), 피드백

(Feedback), 몰입(Immersion), 상호작용(Social Interaciton) 8가지를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MMORPG 장르의 두 가지 게임 비교로 몰입요인을 측정 하

였다. 또, Trevino & Webster(1992)는 제어, 집중, 호기심, 재미 네 가지 차원의 

플로우 측정할 항목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offman, Novack & Kalsbeek

(1996)은 인터넷과 웹 사용자들의 특성을 플로우 기반으로 연구하였고 기술과 조

작, 도전과 흥분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도를 요소로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요소을 바탕으로 Novak & Hoffman (2000)은 다시 온라인 환경에서의 플로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개발하였다. 또, 윤형섭(2011)은 몰입이론

과 설문조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온라인게임 MMORPG재미평가 모델을 개발 하

였다. 모델은 크게 감각적, 도전적, 상상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재미로 나누었고 

그 아래 20가지의 요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온라인 게임과 몰입 간에 

관한 연구는 분석대상이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어있거나,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스포츠온라인 게임 사용자와 몰입간의 비교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 게임의 몰입

결정 요인을 분석 하고 이러한 요인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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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온라인게임 몰입의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이 이용자들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백, 목표, 사회적 상호작용 6가지 요소로 나누었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개념들이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어떠한 구성요소이

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집 중 (Concentration)

즐겁기 위해서 게임은 집중이 필요하며, 플레이어가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주의(attention)와 작업량으로 과제

에 집중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몰입하게 된다. 당면한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그 사람들의 해당 기술이 모두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주의는 행동에 완전히 

몰입되며,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여분의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Csikszentmihayi,

1990). 게임은 플레이어의 주의를 빠르게 끌어 잡아야 하며 게임이 진행되는 동

안 10초, 10분 10시간, 그리고 심지어 100시간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Pagulayan et al., 2003; Lazzaro & Keeker, 2004). 또한 플레이어의 작업량을 증

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레이어의 지각,인지, 그리고 메모리 제한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Lazzaro & Keeker, 2004). 그리고 게임과 관련 

없는 상호작용을 줄이고(e.g setting options)게임동작을 취하는 스크린의 양을 늘

리고 게임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게임을 하는 동안, 사용자가 중요한 게임과제에

서 집중을 잃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한다(Johnson and Wiles, 2003; Sweetser &

Wyeth, 2005).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인터넷게임의 집중을 스포츠 인터넷게임의 사용

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인터페이스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에 있어

서 사용자인터페이스(User-Interface)는 온라인상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렉티

브(Interactive)관계를 촉발 시키고 게임 진행 정보요소를 제공하여, 플레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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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하

는 중요한 존재이다(이원우, 2003). 인터페이스는 몰입의 측면에서 게임은 플레이

어와 상호교류하며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로 몰입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몰입 상

태를 만들기 위해선 새뮤얼 콜리지(Samul Coleridge) ‘허구에 대한 자발적 믿음’

이 필요하다. 플레이어가 경험하게 되는 게임의 모든 요소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첫 화면

을 보는 순간부터 게임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플레이어가 보고 듣고 느끼

는 모든 것(모든 오디오, 비주얼, 인터랙션 요소)들은 ‘플레이어가 자신이 게임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작해야 한다

(Rollings & Adams, 2004). 게임의 유저경험 디자인(e.g 오디어, 비주얼, 인터렉

션)과 관련된 대부분 UI는 플레이어를 게임 세계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된다. 유저 경험은 디자인의 세 요소인 비주얼, 오디오, 인터랙티브의 결

합이며, 이 결합이 UI에 미치는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Garrett, 2002). 인터페이스 

결정에 우선적으로 참고할 것은 KISS(Kepp It Simple, Stupid)원칙이다. 원칙은 

스크린 레이 아웃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 여럿 중첩되어 사용

자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사성 기능성을 지닌 것들은 하나의 그룹

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플레이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화면 전

체를 이리저리 훑어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Rollings &

Adams, 2004).

인터페이스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이원우(2003)은 온라인게임의 화면을 

게임진행영역과 게임정보영역으로 나누어, 게임정보영역의 UI를 화면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온라인게임의 장르 구분에 따라 UI가 화면에서 레이

아웃 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일정한 정형성을 가지고 디자인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정형성은 유저의 인지된 정보가 이미 기억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로운 게임을 접했을 때, UI에 대한 친숙감과 게임진행을 위한 학습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친숙성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

인하였다. 이처럼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 몰입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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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터넷 게임 World of Warcraft (WOW)이용자들의 맞춤형 인터페이

스와 몰입에 관해 연구한 반경진, 김효동, 이경원, 김현희(2007)은 기본 제공 인

터페이스에서부터 사용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만든 여러 애드온(Add-ons)의 사용

이 가능한 WOW를 통해 애드온을 목적 기준으로 (정보처리/구조적형태/조작수

준/기타) 나누어 개인의 맞춤 애드온에 따른 몰입수준(즐거움/주의집중/일체감

상승)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드온을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 사용하는 집

단일수록 기본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몰입에 보다 긍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한적이고 제약을 가지는 인터

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플레이어의 성향을 고려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맞춤형 인터페이스의 제공은 매체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플레이어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반경진, 김효동, 이경원,

김현희, 2007).

이상에서, 인터페이스는 게임을 할 때 단순한 게임환경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행동적 차이를 결정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 소재인 스포츠 온라인게임에 있어서도 인터페이스

를 통한 집중정도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몰입도를 결정할 수 있는 체

험적 변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2) 컨트롤 

몰입(Flow)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자신들의 행동 전반을 조작

하는 감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자신들의 주의를 게임행동으로 적

절하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하며(Pagulayan, Keeker, Wixon, Romero & Fuller,

2003), 그들이 게임환경에서 탐사를 하는 방법과 그들의 캐릭터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조작하는 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Federoff, 2002; Sweetser &

Wyeth, 2005). 또한,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서 캐릭터를 복잡하면서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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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 세계의 객체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이것이 플레이어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Gee, 2004; Sweetser &

Wyeth, 2005). 플레이어는 게임 인터페이스와 게임조작 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

는 동시에, 대부분 게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조작 시스템을 익힐 수 있어야 한

다(Johnson & Wiles, 2003). 게임조작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하

는 동시에, 핵심적인 버튼 설정으로 조작 감을 촉진 시켜야 하며(Johnson &

Wiles, 2003), 고급 옵션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한다(Desurivire et al., 2004;

Sweetser & Wyeth, 2005). 플레이어는 조작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은 사

용이 쉬워서 플레이어가 자신들이 원하는 종류로 시작해서 게임을 on/off할 수 

있어야 한다(Desurvire et al., 2004; Sweetser & Wyeth, 2005). 게임오류는 플레

이어가 조작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오류 또는 결과가 플

레이어의 조작을 벗어난다면 더욱 심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Sweetser &

Wyeth, 2005). 플레이어가 게임 조작을 하면서 게임을 중단시키는 오류발생을 방

지해야 하며 게임은 플레이어가 오류 인지 진단하고 복구하는 것을 도울 수 있

어야 한다(Rollings & Adams, 2004). Hsu & Lu(2004)는 TAM 모델을 기초로한 

그들의 연구에서 인지된유용성(Perceived ease-of-use)에 관해 사용자가 자신이 

온라인게임내에서 조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배우

는 것이 쉽다고 믿는 정도가 몰입경험(Flow experience)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

게되고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처럼 게임에서 조작은 사

용자의 통제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컨트롤은 사용자가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있어 조작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

도 조작을 쉽게 통제할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겠다.

컨트롤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2010)는 쾌락-비쾌락적 만족 이라는 개념에서 즐거움(Enjoyment)의 타당성

을 실험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와 사회적 게임배경, 인지된 게임능력을 변수로 자

기결정성 이론을 사용해서 쾌락과 비쾌락 요소로 즐거움이라는 개념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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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했다. 컨트롤러의 경우 두 경우로 나누었는데, 그들은 볼링 게임 주제로 사

용자들에게 자연맵핑(natual mapping)된 컨트롤러와 기존컨트롤러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존 컨트롤러는 표준 PlayStation 2 컨트롤러이

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날로그 스틱 조정과 버튼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

로 진행했다. 자연맵핑 컨트롤러의 경우, 연구를 위해 볼링공과 흡사하게 닌텐도 

Wiimote 컨트롤러를 특별히 디자인 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사용자들은 처음 그

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 컨트롤러에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사

용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나타 낼 수 있는 또는 사용자

의 생각을 보다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낸 것이

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 이와같이, 스포츠 게임

에서 컨트롤은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몰입에 빠진 사람은 주위의 환경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몰입 경험은 ‘내가 하는 일과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

다’는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Csikszentmihayi, 199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컨트

롤을 통제의 도구로써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3) 도 전 (challenge)

“도전을 찾기 위한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은 경쟁적인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다”(Csikszentmihayi, 1990). 따라서 상대방과 대적하는 모든 게임과 스포츠

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여러 면에서 경쟁은 복합성을 발달시켜 주는 지름기이다.

애드먼드 버크는 “우리와 대작하는 자는 우리의 정신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의 

능력을 다듬어 준다. 적은 결국에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자이다”라고 말했다.

경쟁할 때 생기는 도전의식은 자극적이며 즐겁다. 그러나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이 너무 앞서게 될 때 즐거움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경쟁은 그 것이 자신의 

기술을 완성시키는 수단이 될 때에만 즐거운 것이다(Csikszentmihayi, 1990). 도



- 14 -

전은 좋은 게임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분명히 취급되고 있다. 게임은 

충분히 도전적이어야 하며, 플레이어의 기술수준과 맞아야 하고, 다양한 난이도

와,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에 도전이 사용자의 능력보다 높으면,

그결과는 불안하며, 도전이 능력보다 낮으면, 그 결과는 흥미를 끌지 못한다

(Sherry, 2004). 따라서,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도전을 하도록 만들고, 가끔 그들의 

기억력과 게임수행 능력을 제한시켜 재미를 만든다(Lazzaro & Keeker, 2004;

Sweetser & Wyeth, 2005). 게임은 정확한 도전 수준에 대해서 모든 플레이어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수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ollings & Adams,

2004).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가진 플레이어는 게임이 도전적이지만 별 노력을 

하지 않고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Gee, 2004; Sweetser & Wyeth,

2005), 게임의 도전은 플레이어의 기술 수준과, 플레이어 진행, 그리고 플레이어

의 조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Lazzaro & Keeker, 2004). 플레이어는 게임 난

이도 수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플레이어의 관심을 유지하도록 증가

시키지만 플레이어가 숙달되는 만큼 더욱 많은 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Desurvire et al., 2004; Pagulayan et al., 2003; Sweetser & Wyeth, 2005). 게임

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게이머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엄명용, 이우헌, 오준환, 2006).

본 연구에서는 도전1)(challenge)을 사용자가 느끼는 게임 속 난이도 정

도 라고 정의 하겠다. 그러므로 게임 속에서 승리를 위해 사용자가 다양한 경쟁

모드를 플레이 할 수 있는가 정도를 판단하겠다. 스포츠게임은 다른 게임장르와 

다르게 모든 경쟁이 가능한 유일한 게임이다. 사용자들은 경쟁적으로 게임 플레

이하기를 즐기며, 여러명의 친구들과 팀으로도 플레이하기 좋아한다(Rollings &

Adams, 2004). 사용자는 승리를 열망하며 이는 난이도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

한, 게임속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도전 과제와 함께 플레이어가 그것을 극복하

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합쳐지면 게임플레이가 만들어진다(Rollings &

1) ‘도 전’이란 영어 단어 ‘challenge’를 번역한 용어로 flow 이론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행위 또는 과제의 

난이도’ 이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조건’ 등으로 정의되므로 도전은 또는 ‘난이도’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아니

라. 본인이 지각한 난이도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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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2004).

도전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몰입요인에 관한 연

구로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2006)은 청소년들의 게임성향을 사회적 재미(사회적 

영향/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와 개인적 재미(도전감/ 맞춤성/ 보상)라는 두 

요인으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이 지속적인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했

다. 특히 몰입이론을 기반으로 나눈 개인적 재미의 요소에서 이들은 연구를 통해 

게임 자체의 도전감이 클수록 게임에 대한 호감과 매력을 나타내는 개인적 재미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 재미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도전

감과 맞춤성, 사회적 재미의 요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영향, 커뮤니티, 커뮤니케이

션 등이 지속적인 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엄명용, 이우

헌, 오준환, 2006). Sherry(2004)는 미디어와 몰입의 연구에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 내용이 수용자의 해석능력(cognitive abilities)과 균형을 이룰 때 사용자는 

몰입(flow)을 경험하게 되므로 미디어 메시지 내용은 수용자의 해석능력과 균형

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 (2011)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SDT(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을 둔 역량 및 자율성이 즐거움(Enjoyment)의 쾌락적 비쾌락적 요소에 영향

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이들은 역량 및 자율성을 통한 즐거움의 쾌락적 개념인 

각성(Arousal)과 몰입(Absorption) 측정을 위해서 비행기 게임의 조작 난이도를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높은 난이도의 조건의 경우, 참가자들은 

컴퓨터의 도움 없이 모든 컨트롤러를 조정하게 했고, 중간단계의 조건의 경우 참

가자들은 단지 비행기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컨트롤러의 

명령만 사용한 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다른 모든 동작(랜딩기어, 랭딘 플랩, 에

어브레이크, 휠 브레이크, 낙하산)을 통제하였고, 낮은 난이도 조건의 경우 참가

자들은 모든 사용자 컨트롤러를 끄고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게임을 하게하였다.

실험에서, 낮은 난이도 참가자의 경우 몰입은 즐거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예측지표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중간형과 높은 난이도의경우에는 유의한 것으

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몸을 움직여서 컨트롤 하는 것은 즐거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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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쾌락적 몰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게임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했다. 또한, 이것은 어쩌면 비디오 게임과 같은 높은 수준의 난이도 미디어와 텔

레비전과 영화와 같은 낮은 수준의 난이도 미디어 사이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일 수도 있다(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 2011). 몰입은 지루함과 불안의 경계 사이에서 도전이 그 사람의 

기술과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다(Csikszentmihayi, 1990).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이용자들

의 게임 난이도와 몰입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스포츠들 게임은 당양한 

게임모드로 시뮬레이트 될 수 있다(Rollings & Adams, 2004). 특히, 스포츠온라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쟁모드를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체험적, 심리적 변수이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피드백

플로우를 경험할 때 그토록 완전히 몰입이 가능한 까닭은 목표가 명확

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이기 때문이다(Csikszentmihayi, 1990). 게임은 플레이어가 

공간적인 간격과 시간적인 거리 및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피

드백을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Pagulayan et al., 2003). 플레이어가 올바른 방

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

법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행과정에서 피

드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Gee, 2004; Sweetser & Wyeth, 2005). 피드백은 행

동, 과제,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시각 및 청각 피드백뿐만 아니라 임무완성 또는 

실패를 플레이어에게 통지하는 것 임무목적, 목표, 그리고 상태로그를 유지하는 

것이며, 임무 마지막에 스코에 및 요약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Rollings

& Adams, 2004). 또한, 스포츠 게임의 경우 할 일이 없는 선수라도 (사용자가 조

작하지 않은) 피짓(Fidget) 이라고 해서, 선수가 팔을 뻗거나 몸을 돌리는 작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구게임에서 경기장에서 공이 3루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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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날아가는 파울볼일 지라도 1루수처럼 한창 진행중이 플레이 상황과 연관이 

없는 선수일 지라도 최소한 돌아서서 상황을 보고는 있어야 한다(Rollings &

Adams, 2004). 오디오는 게임속에서 많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스포츠 게임에서 

아나운서가 특정한 시간에 점수를 이야기한다든가 자꾸 반복되는 언어를 상용한

다든가 하는 등의 일정한 패턴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테니스에서 

한 선수가 싱글 게임 중에 4번의 더블 폴트를 했다면 해설자는 “저 선수는 잦은 

더블 폴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Rollings &

Adams, 2004). 게임 인터페이스와 사운드를 사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의 피

드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Pagulayan et al., 2003). 또한 선수의 부상과 회복

시간 역시 스포츠게임의 피드백 요소로 선수의 경력에 따라 누적되는 회복 시간

을 고려해야 한다(Rollings & Adams, 2004).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을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 에 대해 결과를 받는 정

도로 정의하겠다. 피드백의 종류는 그 자체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떤 종류

의 피드백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사용자가 심리 에너지를 쏟았던 과제와 논리적

으로 연결이 된다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Csikszentmihayi, 1990).

피드백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2006)은 피드백은 

개인적 재미요소에서 보상을 통해 게임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게

임이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Baron, 1999; 엄명옹, 이우

헌, 오준환, 2006). 이들의 연구에서 온라인 게임 내 에서 보상은 게임의 재미 자

체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각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보상 개념은 온

라인게임 내에서 레벨업과 아이템획득 개념 이였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스포츠 

온라인게임에서의 피드백-보상 요소는 전략에 대한 평가, 경기결과, 해설, 리플레

이 등 온라인게임과는 다른 다양한 가치요소들이 존재 하므로, 본 연구에서 피드

백을 몰입에 대한 변인요소로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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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표 (Clear Goals)

“사용자가 완전한 몰입을 경험할때는 확실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성공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Csikszentmihayi, 1990). 게임은 적당한 시간에 

플레이어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공해야 한다(Federoff, 2002; Sweeter & Wyeth,

2005). 게임은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몰입 경험을 달성할 수 있어

야 하며, 그 목적도 분명해야 한다(Johnson & Wiles, 2003).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게임 초기에 분명한 목적을 제공해야 하며(Federoff, 2002; Sweeter & Wyeth,

2005), 이것은 종종 배경스토리를 소개하는 서두에 제공된다(Pagulayan, Keeker,

Wixon, Romero & Fuller, 2003). 각 단계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게임은 종종 현재 게임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당면한 목적을 나타내는 “미션”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요약보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플레이어가 직면할 

수도 있는 미지의 장애물에 대해 암시할 수 있어야 한다(Pagulayan, Keeker,

Wixon, Romero & Fuller, 2003). 본 연구에서 목표는 사용자가 명확한 목표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겠다.

목표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성백순(2012)은 대학교 1~2학년의 학생 중 

게임을 경험해 본 학생 중심으로 설문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윤형섭(2011)의 

MMORPG 재미 평가 모델을 기초로 하여 MMORPG의 재미요소가 사용자의 몰

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도전적 재미요소의 수

준별 도전과제와 목표를 달성할때의 성취감은 높은 상관계수를 유지하였고, 연구

결과 몰입에 유의한 영향으로 도전적 재미와 상호작용적 재미가 영향을 주는 것

을 밝혔다(성백순, 2012). 수준별 도전과제는 플레이어의 실력에 맞는 다양한 수

준의 도전 과제를 제공하는 정도이며, 성취감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충

분한 성취감을 제공하는 정도이다(윤형섭, 2011). 또, 엄영용, 이우헌, 오준환 

(2006)는 온라인게임에서 도전감이 개인적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전감을 느끼는 정도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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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두가지 변수 모두 

재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안중호, 김호설, 이성호, 박철우

(2003)는 온라인 게임사용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게임 속에서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목표과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정도와 목표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

를 게임이 충분한지 제공하는 정도가 사용자들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온라인게임에

서 의 명확한 목표가 사용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6)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재미있는 활동의 보편적인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Csikszentmihayi, 1990)”. 게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몰입의 요소는 아니며, 실제 사람들이 판타지 게임 세

계의 플레이어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현실세계와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Sweetser & Wyeth, 2005). 그러나, 사람들

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게임

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에서 즐거움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

다(Lazzaro & Keeker, 2004).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른 몰입요소처럼 과제

의 속성은 아니지만, 이는 몰입의 요소가 될 수 있다(Sweetser & Wyeth,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게임은 플레이어가 경쟁을 하고 협력하며,

상호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Lazzaro & Keeker, 2004). 게임 경험은 플레

이어끼리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고 게임 내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Lazzaro & Keeker, 2004).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른 게임을 기다리고,

게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표현을 살펴보고, 친구들을 

이겼을 때 만족해 하거나, 그들이 이겼을 때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즐긴다

(Lazzaro & Keeker, 2004). 게임은 채팅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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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제공해야 한다(Sweetser & Wyeth, 2005).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매력은 

실질적인 커뮤니티이며, 많은 플레이어들은 친구들과 온라인 채팅을 하고, 클럽

과 모임을 만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게임 캐릭터를 점점 더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보낸다(Cornett, 2004; Sweetser & Wyeth, 2005). 키보드 시스템을 가

지고 있는 모든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사용자 간의 대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기능 때문에 희롱, 언어폭력과 같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이 현실이다(Rollings & Adams, 2004). 사용자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행

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며, 상호작용하길 원한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

서 누군가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Rollings & Adams,

200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사용자 간에 경쟁과 협력을 지원하는 

정도 및 게임 내외적으로 사회적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게임 플

레이어들의 상호작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Hsu & Lu, 2004).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사회적 경쟁도 사

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이다(Vorderer et al,. 2003; Sweetser & Wyeth,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증적 연구로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2006)은 몰입

의 요인중 커뮤니티,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영향이 사회적 재미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회적 재미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하는 원동력며, 채팅과 쪽지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야

기 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구는 사회적 재미를 배가 시키는 것을 확인했다(엄명

용, 이우헌, 오준환, 2006). 성윤숙(2003)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몰입과정에 대

한 문화기술적 연구로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 게

임을 시작하게 되며, 이용충족록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관계 욕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냄을 규명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작용은 

비록 몰입의 요소는 아니지만,(Sweetser & Wyeth, 2005) 사용자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에서 즐거움의 상당히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은 분명하다(Lazzaro & Kee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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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입 (Flow)

몰입(Flow)은 본 연구에서 스포츠 인터넷게임에서 사용자의 경험과 욕구

만족(Enjoyment)의 관계를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매개변인이다. “몰입

이란,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으로 이것은 우리가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

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대한도까지 바쳐 자발적으로 전력 투구할 

때 일어난다”(Csikszentmihayi, 1990). 이러한 최적의 경험이란 어떤 활동이나 상

황에서 심리적으로 깊이 관여하거나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은 심

지어 그것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무언인가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정도로 매우 만족해 하는 경험이다

(Sweetser & Wyeth, 2005).

Csikszentmihayi(1990)의 플로우(Flow) 이론은 [그림1]에서와 같이 기술

(skill)-능력 과 도전(challenge)-난이도에 의해서 몰입 정도가 결정된다. 연구를 통

해 몰입을 주는 활동들은 이것이 경쟁적이든, 확률적이든, 또는 다른 차원의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이든 간에 분명한 특징을 공통분모로 하고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예로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모든 것이 새롭이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만 조금 있다면 쉽게 몰입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개인의 능

력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도전이 사용자의 능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처음과 

같은 수준의 도전을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지루한 상태(boredom)에 빠지게 된다.

그림의 파란색이 이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능력이 상승되지 않은상태에서 사용

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전이 주어질 경우 사용자는 불안감(anxiety)을 느끼게 된

다. 그림의 빨간색이 이상태를 의미한다.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몰입으로 돌

아가기 위해서는 기술향상이나 도전과제를 낮춤으로 몰입상태로 갈수 있다. 반대

로 지루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몰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전과제를 높임으로 

몰입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때 몰입 정도는 그 이전에 지각했던 몰입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 이와같은 플로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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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플로우(Flow)모형 (Csikszentmihayi, 1990)

플로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몰입된다. 그들의 의식은 활

동 그 자체에 한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의식을 상실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

경을 조작하는데 몰입한다(Csikszentmihayi, 1990). 최근에, 플로우가 IT 배경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

(Hsu & Lu, 2004). 그 예로 Hoffman & Novak(2000)은 웹에서 사용자가 온라인

을 서핑하는 동안 플로우와 관련된 인지상태는 높은 기술 및 조작 수준, 높은 도

전 및 각성 수준, 집중적 주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개념 잡았다. 또한 김민정과 

김호용(2008)은 몰입이론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단계적 과제 제시

와 유저의 능력을 이끌수 있는 듀토리얼, 사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래

밍을 강조 했다. Hsu & Lu(2004)는 TAM 모형을 사용하여 왜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플로우가 온라인 게임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에, 가지게 되는 전체론적 경험으로 정의하고 이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영향을 

받으며, 온라인 게임을 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에서 몰입은 사용자가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통해 가지게 되

는 행동 동기 또는 최고의 경험으로 사용자가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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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즐거움 (Enjoyment)

Enjoyment는 욕구 만족을 포함한 즐거움이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 많은 학자들은 즐거움(Enjoyment)을 미디어 사

용에 대한 유쾌한 반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태

도(Nabi and Krcmar, 2004; 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 인지와 감정의 조합, 또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기타 불특정의 긍정적 반

응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Enjoyment를 정의 하고 있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 사실 Enjoyment가 욕구 만족이라는 개념의 즐

거움 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무드 관리(mood management),

기분기반 이론(disposition theory), 이용과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s)그리

고 감도 이론(sensitivity theory)에 대한 연구는 암시적으로 Enjoyment가 욕구만

족이라는 개념의 즐거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Enjoyment를 엔터테이먼

트 미디어에 대한 즐거운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Enjoymnet

에 대해 분명한 구성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enjoyment,

appeal, liking, joy, pleasure 와 같은 용어는 모두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사

용됐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 국내에서도 

Enjoyment를 네이버 영어사전을 통해 검색하면 1)즐거움, 기쁨 2)흥밋거리 3)누

림,향유 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2010)은 자기결정성이론(theory of self-determination)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자율성, 역량과 관계성이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중 하였다. 단 

관계성은 멀티플레이 시스템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즐거움을 측

정하기 위해 자율성, 역량, 관련성 욕구 만족이라는 세 가지 욕구에 대하여, 만족

감과 관련 있는 특별한 비디오게임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게임배경과 

조작통제감이 욕구만족으로써 즐거움에 미치는 효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

과, 유효성이 검증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즐거움 추구(pleasure sekking)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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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만족의 즐거움(enjoyment)에 대한 연관성 연구에 사용되는 욕구들을 포함하

지 않고도, 51%에 이르는 즐거움(enjoyment)의 변화를 증명 하였다. 또한,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2011)은 기존의 연구를 

발전 시켜 연구에서 제언이 되었던 즐거움의 쾌락 요소뿐만 아니라 비-쾌락 요소 

까지 연구에 추가하여, 즐거움(enjoyment)을 쾌락 및 비쾌락 욕구만족의 개념으

로 규명했다.그 예로, 비극 영화가 슬픈 감정을 이끌어 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런 영화를 좋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Life in Beautiful>과 같은 비극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긍정적인 직

관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 2011). 이상 확장된 연

구에서 즐거움을 이러한 쾌락(Arousal/affect/absoprtion) 및 비-쾌락

(competence/autonomy) 요소까지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즐거움으로 

Enjoyment를 제시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을 쾌락 뿐만 아닌 비쾌

락 욕구만족의 개념으로 정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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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2]에서처럼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백, 목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 한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소가 플로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몰입이 궁극적으로 즐거움에 하나의 동기요인 및 최

적의 경험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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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온라인게임 요소와 몰입의 관계

1) 집중(concentration)과 몰입(Flow)의 관계

Csikszentmihayi(1990)은 플로우의 경험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동이 

지속하고 있는 동안 고민거리,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였

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관련 없는 생각을 처리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임내 인터페이스는 정도(집중)는 사용자의 몰입을 위

에 보다 편리하고 정확해야 한다. 또, 이원우(2003)은 온라인 게임의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인터페이스 정도에 따라, 게임

진행을 위한 학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친숙함과 몰입도를 높

이는 것을 확인했다. Rollings & Adams(2004)는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게임에 대

한 스크린 캡처파일을 2000장 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메인 스크린 레이아웃을 

총 9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구분을 통해 유저들은 9가지 레이아웃에 대해 익숙

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독창성을 발휘에 기존에 인터페이스에 반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경우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라 판

단했다. 또한, 플레이를 하는 동안, 사용자는 외부자극을 무시하체 극도로 게임실

행에 집중 하게 되는데, 비록 그들이 게임에 긍정적으로 몰입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그 대신 게임내 인터페이스 정도를 적극적으로 인식한다(Dominick, 1984;

Sherry, 2004). 그러므로 게임은 사용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불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줄이고, 간소화시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요소들로부터 사용

자가 집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Johnson & Wiles, 2003; Sweetser &

Wyeth, 2005). 이상의 선행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집중정도가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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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트롤(Control)과 몰입(Flow)의 관계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동기에 대해 연구한 Hsu and Lu(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통해 사용자들은 인지된유용성

(Perceived ease-of-use)에 관해 자신이 온라인게임내에서 조작을 잘한다고 생각

하는 정도와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배우는 것이 쉽다고 믿는 정도가 사용자의 몰

입경험(Flow experience)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규명했

다. 즉 사용자들이 조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게임의 유용성

을 인식하지 못하고 몰입 경험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들은 온라인 게임

을 단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Hsu & Lu, 2004). 또, 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2010)는 욕구만족(Enjoyment)를 측정하기 위한 자신들의 볼링

게임을 통한 실험 중 처음 예상과 다르게 기존 컨트롤러가 자연맵핑(natural

mapping) 컨트롤러보다 사용자들의 만족에 더 높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사용

자는 단순이 조작이 쉬운 컨트롤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백

순(2012)은 윤형섭(2011)의 재미 평가 모델이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몰입에 미치

는 영향조사에서 감각적 재미의 조작통제감이 사용자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했다. 이렇듯 게임내 조작통제감은 사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스포츠를 소재로 한 게임의 실제 경험을 모델로 플레이 하는 경우이

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조작통제감을 구현해야한다(Rollings & Adams, 2004). 이

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H2 :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컨트롤(조작통제감)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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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전(Challenge)과 몰입(Flow)의 관계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도전은 사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가

장 큰 매개중 하나이다. 도전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편한 방법은 사용자가 경쟁

적인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다(Csikszentmihayi, 1990). 이러한 도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herry(2004)는 미디어의 욕구만족과 몰입관계에서 미디어는 시

청자 인지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당한 페이스의 내용을 제시해야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는 욕구만족을 할 수 있다고 규명했다.

또, 비디오 게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열중한 게임을 이기지 못하거나 게임 초

기에 너무 쉽게 성공할 때, 욕구와 몰입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한다 했다. 이

것은 사용자의 능력과 도전(난이도)의 부조화가 몰입 상태를 방해해서 욕구불만

을 느끼는 사례이다(Sherry, 2004).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2006)은 청소년의 게임 

몰입요인 구조모형을 통해 개인적 재미요소인 도전감이 클수록 청소년들은 게임

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적 재미가 증가하는 것을 규명했다. 또, 신

용철, 정형원, 성백순(2012)은 교육용 게임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있

는 남. 여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용게임의 몰입에 대한 요인 연구에서 교육

용 게임의 난이도가 몰입에 영향을 주며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몰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되는 것을 규명했다. 이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

면 사용자는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스포츠 게임 사용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목적으로 플레이 한다.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다

양하고 공정한 매칭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는 매우 중요하다(Rollings & Adams,

2004). 즉 아무리 게임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사용자는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손쉽게 포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능력이 낮은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에 비해 높은 사용자와 매칭 된다면 사용자는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고 게임

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인터넷게임이 제공하는 도전(난이도)에 

따라 사용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

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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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도전(사용자가 느끼는 게임 속 난이도)에 대한 사용

자의 만족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4) 피드백과 몰입(Flow)의 관계

스포츠 게임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다. 그예 축구경기에서 골인을 기록했을 때 화면 뒤에서 공의 위치와 전혀 

상관없는 같은 편 골키퍼가 손을 들고 환호 한다던가, 상대편 선수가 괴로워 하

는듯한 장면을 들 수 있다(Rollings & Adams, 2004). 대부분 국내연구에서는 피

드백을 보상의 개념으로 아이템 혹은 레벨업으로 한정 지었다. 윤형섭(2011)은 

온라인게임 재미평가모델에서 보상을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적당한 보상(피

드백, 아이템, 레벨업, 스킬 향상)으로 한정했으며,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2006)

은 보상의 개념으로 게임에서 목표달성 후 주어지는 보상(성취감/레벌업/파워증

가/아이템추가) 으로 한정 지었다. 그 결과 게임에서 목표를 달성한 후 주어지는 

레벨상승이나 아이템획득과 같은 보상이 개인적 재미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엄명용, 이우헌, 오준환, 2006). 반면, (신용철, 정형원, 성백순,

2012)은 교육용 게임에서 보상이 사용자의 몰입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

하였다. 특히 보상은 감정적, 계산적 몰입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규명했

다. 이상의 연구에서 피드백(보상)은 사용자의 몰입에 변화를 주는 요인 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보상인 아이템/ 레벨업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피드백 받는 정도 그 예로 플레이어가 항

상 자신들의 상태와 스코어를 확인 할 수 있는가, 선수들의 움직임은 유기적인가 

사용자가 경기 중 해설은 사용자의 행동을 정확히 피드백 하는가, 등으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H4 : 사용자가 받는 피드백이 많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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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표(ClearGoals)와 몰입(Flow)의 관계

체스선수의 목표는 명확하다. 자신의 왕이 위험하기 전에 상대편 왕을 

죽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는 완전한 몰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Csikszentmihayi, 1990). 성윤숙(2003)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지위향상 욕구, 한

탕주의 욕구, 소비욕구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의 목표는 게임내 아

이템과 레벨업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재미

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지위향상 욕구가 내재돼 있다(성윤숙, 2003).

안중호, 김호걸, 이성호, 박철우(2003)는 온라인게임의 사용자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컨텐츠 요인(도전성/ 보상성

/Flow) 과 사회적 컨텐츠 요인(사회적 상호작용) 시스템적 요인(편리성/ 응답성)

으로 분류하여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통해 도전

성의 요소로 게임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있는가 

정도가 게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 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

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 혹은 미션이 명확할수록 게임을 더 즐기는 것으로 설

명된다. 그 예로 과거 World of Warcraft(WOW)게임의 경우 미션이 너무 난해하

고, 명확하지 못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미션을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따로 

생성했다(www.inven.co.kr). 실제로 사용자들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게

임 속에서 수십분 나아가 수시간 움직이고는 했다. 이밖에, 성백순(2012)은 윤형

섭(2011)의 MMORPG 재미평가요소를 통해 상상적 재미요소의 스토리텔링과 도

전적 재미요소의 성취감, 수준별 도전과제가 사용자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

다.

H5 : 사용자는 게임내 목표가 명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몰입

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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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과 몰입(Flow)의 관계

최근 온라인게임의 커뮤니티 모임이 증가하고 게임 내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용자간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

하고 있다(Rollings & Adams, 2004). 사회 작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서문식 ,

안진우, 김은영, 엄성원(2008)은 사이버스포츠의 다양한 속성이 몰입과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조사에서 주요게임속성을 상호작용성, 익명성, 내용확장성으로 나누

어 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사용자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 자신의 아바타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의 유대관계가 현실단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안중

호, 김호걸, 이성호, 박철우(2003)은 개인적 컨텐츠와 시스템요인 상호작용성이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상호작용성 경우 게임실

력이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가 또는 다른 사람과 의

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가에 대해 조사 했고 상호작용

성이 사용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했다. 또, 엄명용, 이우

헌, 오준환(2006)은 사회적 재미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 활동을 하

게하는 이유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영향,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하였고 

3가지 요인 모두 사회적 재미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Hsu &

Lu(2004)는 사람들이 왜 온라인게임을 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TAM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s)을 social norm, critical mass로 구분 하

였고 두 요소 모두 온라인게임을 하려는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H6 :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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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입(Flow)과 즐거움(Enjoyment)의 관계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2011)는 즐거움

(Enjoyment)의 다양한 요소 분석을 통해 기존의 욕구만족 이론에 비-쾌락적 욕구

만족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Enjoyment를 확장 하였다. 그는 두 가지 실험을 했

는데 처음에는 복싱 비디오 게임(Facebreaker)을 통해 몰입과 각성(absorption

and arousal)을 쾌락적 즐거움에 포함시켜 두 가지 쾌락적 요소를 독점권을 가지

고 있는 PENS(Player Experience of Need Satisfaction- 게이머 요구만족경험)척

도를 통해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각성과 몰입 모두 즐거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비쾌락적 요소인 역량 및 

자율성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쾌락

적 즐거움으로 각성과 감정(arousal and affect)으로 변화시켜 모의 비행기 게임

(Modern Air Combat)을 통해 사용자의 게임조작성을 낮음, 중간, 높은 정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조작 단계별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각성과 감정이 

즐거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안중호, 김호걸, 이성호, 박철

우(2003)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실험에서 

개인적 컨텐츠의 요인으로써 플로우(Flow)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

명하였고, 이러한 만족은 온라인 게임사용자들의 재사용의도에도 영향 주는 것을 

밝혔다. 또, 이웅규과 권정일(2005)은 온라인게임에서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기술, 도전, 시간적해리, 고양된 즐거움, 호기심으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

이 사용자 만족인 재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H7 : 사용자의 몰입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즐거움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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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제 스포츠를 표방하고 있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가

운데 인기와 스포츠 종목을 고려하여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선정하고, 그 이용자

들을 표본으로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설문조사 하

였다. 설문 조사에 이용 할 스포츠 온라인게임 타이틀은 PC방 점유율, 이용시간,

실시간 사용자수 등을 고려한 온라인 게임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

인 게임 순위 내 2014년 3월 기준으로 [표1]과 같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온라

인게임 4개를 선정하였다.

인기
순위

게임 타이틀 종목 전체 온라인게임 내 순위

1 FIFA online3 축구 3

2 마구마구 야구 8

3 슬러거 야구 24

4
MVP 베이스볼 

온라인
야구 34

[표1] 스포츠 온라인게임 순위 (게임메카 3월 온라인게임순위)

설문방법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각각의 

게임 제목을 주제로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소정의 상품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각 커뮤니티 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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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거쳐 수집된 자료 294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43부를 제외한 2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 [표2]은 

2014년 4월 기준 각각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커뮤니티를 나타낸 

것이다.

인기
순위

게임 타이틀 종목 온라인 커뮤니티 

1 FIFA online3 축구 www.fifaonline3.inven.co.kr

2 마구마구 야구 cafe.naver.com/ma9guide

3 슬러거 야구 cafe.naver.com/sluggerusers

4
MVP 베이스볼 

온라인
야구 www.mvpbo.inven.co.kr

[표2] 스포츠 온라인게임 제목 별 커뮤니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나이는 대부분 10대와 20대 이었

으며, 1명의 여성을 제외한 모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스포츠게임의 장르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매월 평균 

1~5만원을 스포츠 온라인게임에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매일 1회 이상  

1시간 이상 ~ 3시간미만 게임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스포츠 온라

인게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장르이기 

때문에 즐긴다고 답변하였다. 다음 [표3]는 연구대상의 성별과 연령, 이용금액,

이용 동기에 대한 자료이다.



- 35 -

특성 집 단 빈 도 백분율(%)

성별

남 250 99.6

여 1 0.4

전체 251 100.0

연령

20세 미만 78 31.07

20 - 29 168 66.93

30 - 39 2 0.76

40 - 49 0 0

50세 이상 3 1.19

전체 251 100.0

월 평균 소비금액

이용하지 않는다 0 0

2천원 미만 41 16.33

5천원 ~ 1만원 32 12.74

1만원 ~ 5만원 121 48.20

5만원 ~ 10만원 36 14.34

10만원 이상 21 8.36

전체 251 100.0

이용 동기

인터넷 커뮤니티 7 2.78

일반 미디어 6 2.39

친구들의 추천 24 9.56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장르 206 82.07

기 타 8 3.58

전체 251 100.0

[표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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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설문 응답자들의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플레이 

하는 동안 경험하는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백, 목표,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와,

몰입 그리고 몰입을 통한 즐거움이다.

먼저 스포츠 온라인게임 경험은 응답자들 스스로가 지각하는 플레이하

는 동안의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백, 목표, 사회적 상호작용을 5점 척도의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스포츠 온라인게임 집중 정도는 Trevino & Webster (1996)

가 개발한 인터넷 사용자의 몰입 측정도구 항목들을 토대로 반경진 등 (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게임인터페이스 몰입의 요소로 주의집중 측정 방법 수

정하여 5점 척도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 컨트롤은 Davis(1989)가 개발한 인

지된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측정 항목을 컴퓨터 게임에 맞게, Hsu &

Lu(2003)가 수정한 5점 척도의 2개 문항과 윤형섭(2011)이 개발한 MMORPG 재

미평가 모델의 조작통제감 5점척도 1개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전(난이

도)은 Sweetser and Wyeth가 개발한 Game flow(A Model for Evaluating player

Enjoyment in Game)모델 중 도전항목 측정 방법을 수정하여 5점 척도 2문항과

Csikzentmihalyi(1990)가 개발한 도전감 5점 척도 1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피드백은 Parasuraman, Zeitham & Berry(1988)이 개발하고 유일, 나광윤(1999),

김계수(2002), 배미경, 박광태(2002)이 사용한 5점 척도의 2개문항을 수정하여 측

정하였다. 목표는 5점척도의 2개문항으로 Csikzentmihalyi(1990)가 개발하고 정재

영, 김정구(2002), 김휴종(2002), 안중호(2003)등이 사용한 도전성(목표)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Sweetser and Wyeth의 Game flow의 사회적 상

호작용의 5점척도 3개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 몰입은 Hoffman 과 Novak(1996)

이 개발하고 정재영, 김정구(2002), 안중호(2003)등이 사용한 5점척도 4개 문항의 

플로우(Flow) 항목을 사용하였고, 즐거움(Enjoyment)은 Ryan(2006)이 개발한 쾌

락적 욕구만족의 즐거움으로 각성측정 과 몰입측정 각각의 5점척도 2개문항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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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내용 및 문항 수는 다음 [표4]와 같다.

설문의 구성 지표 내 용 문항 수

집 중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항 3

컨트롤 조작통제감에 대한 문항 3

도 전 난이도에 대한 문항 3

피드백 보상에 대한 문항 3

목 표 목표에 대한 문항 3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문항 3

몰 입 몰입에 대한 문항 4

즐거움 즐거움에 대한 문항 2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등 8

계 32 문항

[표4]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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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방법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적

으로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의 측졍변인에 대한 정

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실행한 설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이용 하였고, 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개념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사용하였다.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험요소 집중, 컨트롤, 도전, 목표,

피드백, 사회적 상호작용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몰입이 즐거움에 미치는 관계

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al Equation Modeling)기법

을 사용하였다. 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관찰한 측정

지표를 통해 서로의 상관행렬계수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그림2]와 같이 나타냈으며, 설문

자료와 분석기법을 통하여 본 연구 모형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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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최소

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

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은 1.25미만으로 나타났다.

변   인 N 평균 최소 최대 SD 왜도 첨도

집중

집중1 251 4.143 1 5 .9590 -1.219 1.250

집중2 251 3.722 1 5 .9072 -0.358 -0.174

집중3 251 3.714 1 5 .8733 -0.567 0.395

컨트롤

컨트롤1 251 3.536 1 5 .8807 -0.321 0.003

컨트롤2 251 3.595 1 5 .9587 -0.397 -0.113

컨트롤3 251 3.393 1 5 1.056 -0.349 -0.289

도전

도전1 251 3.575 1 5 .7129 -0.435 0.695

도전2 251 3.706 1 5 .7634 -0.585 1.030

도전3 251 3.821 1 5 .8107 -0.567 0.511

피드백

피드백1 251 3.381 1 5 1.070 -0.218 -0.641

피드백2 251 3.500 1 5 1.084 -0.321 -0.567

피드백3 251 3.893 1 5 1.066 -0.674 -0.440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1 251 3.504 1 5 .8949 -0.399 -0.123

상호작용2 251 3.313 1 5 .8797 -0.399 -0.133

상호작용3 251 3.512 1 5 .8992 -0.334 0.162

몰입

몰입1 251 4.008 1 5 .7678 -0.546 0.414

몰입2 251 3.988 1 5 .8397 -0.792 0.931

몰입3 251 3.861 1 5 .8377 -0.717 0.595

몰입4 251 3.282 1 5 1.113 -0.383 -0.534

즐거움
즐거움1 251 3.881 1 5 .9286 -0.694 0.277

즐거움2 251 3.980 1 5 .9296 -0.950 0.753

[표5] 변인의 기술 통계값과 분포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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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왜도 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7미만(배병렬, 2009)의 기준을 충족시

켜 측정변인들은 정규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5]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검사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계수는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각 변수의 신뢰도 계

수 중 0.7 이하로 나타나는 변수는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 연

구에서 제거하였다. 나머지 0.7 이상의 신뢰도 계수를 확보한 변수, 즉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난 변수를 통해 측정을 진행 하였으므

로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 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ɑ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집 중 3 3 0.797 0.797

컨트롤 3 3 0.813 0.813

도 전 3 3 0.736 0.736

목 표 3 2 0.434 0.479

피드백 3 2 0.613 0.706

사회적 상호작용 3 3 0.881 0.881

몰 입 4 3 0.722 0.856

즐거움 2 2 0.766 0.766

[표6] 측정 항목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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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에 사용된 각 측정 변인들 간의 타당도와 적합

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현재(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

은 모형의 검증 또는 새롭게 개발한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사에 사용된다. 각 설

문 문항들에 대한 타당도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

백, 사회적 상호작용, 몰입 및 즐거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3] 그림[4]

과  표[8] 표[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3]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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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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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측정문항
요인 

적재치
t통계량 표준오차 CR AVE

집중

집중1 0.732 10.362*** 0.106

0.968 0.909집중2 0.800 11.037*** 0.103

집중3 0.732 -

컨트롤

컨트롤1 0.819 10.437*** 0.099

0.968 0.910컨트롤2 0.857 10.545*** 0.111

컨트롤3 0.662 -

도전

도전1 0.726 0.980*** 0.114

0.968 0.911도전2 0.722 1.044*** 0.122

도전3 0.651 -

피드백
피드백1 0.671 7.124*** 0.114

0.942 0.892
피드백2 0.814 -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1 0.810 15.202*** 0.063

0.975 0.927상호작용2 0.865 -

상호작용3 0.860 16.421*** 0.062

몰입

몰입1 0.780 12.942*** 0.071

0.975 0.928몰입2 0.877 14.757*** 0.076

몰입3 0.781 -

즐거움
즐거움1 0.830 11.631*** 0.095

0.955 0.914
즐거움2 0.747 -

[표7]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결과     *** : p<.001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을 구성하는 잠재변인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값과 신뢰도(Cronbach’s α) 그리고 보다 만족할만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성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는 지도교수 및 석·박

사학생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및 설문문항의 적

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한 후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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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적합성을 확보한 측정모델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t 통계량과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값을 검증

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C.R)는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

이면 요인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은 타당한 요인 값을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u

& Bentler(1999)의 연구에서 추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GFI, NFI, TLI,

CFI는 0.9이상, SRMR은 0.05이하, RMSEA는 0.08이하)를 [표8]과 같이 수정 후 

연구모델이 모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Chi-square(χ²)
Normed χ²

(χ²/df)
TLI NFI CFI RMSEA SRMR

수정 전 307.925
1.833

df=168
0.928 0.883 0.942 0.058 0.0523

수정 후 234.894
1.793

df=131
0.942 0.907 0.956 0.056 0.0422

[표8]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수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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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경험, 즉 

집중, 컨트롤, 도전, 피드백, 목표,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몰입(flow)에 영

향을 미치고, 이 몰입(flow)이 즐거움(enjoyment)에 영향을 미치는 총 4가지 경로

로 구성되어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 변인간의 인과

관계 및 경로설정은 다음 [그림5]과 같다.

[그림5] 연구 모형의 변인간 인과관계 및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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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9]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Chi-square(χ²)
Normed χ²

(χ²/df)
TLI NFI CFI RMSEA SRMR

238.911
1.757

df=136
0.945 0.905 0.956 0.055 0.0432

[표9]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지수

다음 [표10]은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H1 집중 ⇒ 몰입 0.270 0.77 3.285 .001

H2 컨트롤 ⇒ 몰입 0.132 0.53 2.102 .036

H3 도전 ⇒ 몰입 0.308 0.91 3.817 ***

H4 피드백 ⇒ 몰입 -0.013 0.49 -0.178 0.859

H6 사회적 상호작용 ⇒ 몰입 0.367 0.53 5.368 ***

H7 몰입 ⇒ 즐거움 0.859 0.96 11.689 ***

[표10]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 p< .001

H1 :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집중정도가 높을

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이 관계의 경로계수는 0.270 (p=0.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명되어, 스포

츠 온라인게임의 인터페이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

설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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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컨트롤(조작통제감)이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이 관계의 경로계수는 0.132 (p=0.036)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명되어, 스포

츠 온라인게임의 조작통제감이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2는 채

택되었다.

H3 :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도전(사용자가 느끼는 게임속 난이도)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이 관계의 경로계수는 0.308 (p<0.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명되어, 스포

츠 온라인게임의 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

설3은 채택되었다.

H4 : 사용자가 받는 피드백(보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

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이 관계의 경로계수는 –0.013 (p=0.85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판명되

어,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통해 느끼는 보상에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4는 기각 되었다.

H6 : 스포츠 온라인게임 내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다.

이 관계의 경로계수는 0.367 (p<0.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명되어, 스포

츠 온라인게임 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6은 채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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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 사용자의 몰입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즐거움은 높을 것이다.

이 관계의 경로계수는 0.859 (p<0.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명되어, 스포

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몰입이 높을수록 즐거움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7은 채택되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7개의 가설 중 H4 와 

H5를 제외한 모든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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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

자에 대한 경험적 몰입요인들을 밝히고, 이러한 사용자의 몰입요인이 사용자의 

즐거움에 미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는 실제 스포츠와 스포츠팬

에 대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온라인스포츠게임 이용자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들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 메커니즘을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들과 이를 

검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험과 몰입, 그리고 즐거움에 

관계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험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 요소를 바탕으로 집중, 컨트

롤, 도전, 피드백, 사회적 상호작용을 나누어 그것이 사용자의 몰입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일반 온라인 게임과는 다른 실제 스포츠를 주제

로 한 스포츠 온라인게임이 가지는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1) 집중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소 중 집중을 가장 기본적인 

몰입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집중은 게임 내 사용자인터페이스

(User-Onterface)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게임의 실재감(선수들의 얼굴,

이름, 특이폼)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환경에 대한 스포츠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몰입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형섭(2011)과 

반경진, 김효동, 이경원, 김현희(2007) 그리고 Lombard & Ditton(1997)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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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규명한 실재감과 다른 것으로, 실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스포츠 온

라인게임만의 차별성으로 판단된다. 특히, 윤형섭(2011)은 온라인 게임 재미요소 

분석을 통해 MMORPG 장르의 실재감(사실성)은 다른 재미요소에 비해 가장 낮

은 감각적 재미요소로 판명된 반면, 본 연구에서 선수의 사실성은 몰입과 관련된 

가장 높은 집중요소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를 주제로 한 스포츠 온

라인게임에서 실재감은 사용자를 게임에 몰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

수들의 얼굴, 이름, 특이폼에 대한 사실성은 스포츠게임을 만드는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를 위해 사전 각 스포츠 협회와의 선수 라이센스 

계약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높은 실재감을 나타내는 온라인스포츠게임이라면 사용자의 몰입을 보다 쉽게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인 선수들의 얼굴,

이름, 특이폼 외에도 어떠한 요소가 사용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

다 세밀한 연구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컨트롤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인가운데 두 번째로 컨트롤

을 도출하였고, 컨트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

다. 컨트롤 즉, 조작통제감에 대해서는 (Pagulayan, Keeker, Wixon, Romero &

Fuller, 2003)과 (Federoff, 2002; Sweetser and Wyeth, 2005)그리고 (Rollings &

Adams, 2004)등 많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르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조

작감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몰입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스포

츠 온라인 게임에서 숙련된 플레이를 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몰입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

포츠 관련 게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스포츠 관련 장르를 이용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즉, 기존 스포츠 장르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일한 

매커니즘의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함으로 처음 접하는 사람보다 조작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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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쉽게 느끼는 것이다. 그 예로 축구게임의 경우 A키는 긴 패스, S키는 짧

은 패스, D키는 슛 기능으로 어느 정도 통일 되어있다(Rollings & Adams, 2004).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사용자들의 스포츠게임 경력을 토대로 나

누어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스포츠 장르게임의 이용유무도 불투명하기 때

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보다 세밀하게 스포츠 장르 게임에 대한 이용시간 및 

경력 등을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도전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인가운데 세 번째로 도전을 

도출하였고, 도전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몰입역시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전 즉, 사용자가 느끼는 게임 속 난이도에 대해서는 (Sherry, 2004)와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 (2011) 그리고 신용철,

정형원, 성백순(2012)등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도전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전은 몰입의 

핵심 요인으로 사용자의 능력과 주어진 과제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 

때 몰입이 발생된다(Csikszentmihayi, 1990). 또한, 도전을 묻는 설문 문항을 살펴

보면 ‘000게임은 경기에 임할 때 나에게 긴장감을 유발한다.’로 이는 스포츠게임

을 스포츠 또는 각종 미디어의 경험과 비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사용자들

은 게임을 통해 긴장감을 느끼고 임하고 있으며, 긴장정도에 따라 높은 몰입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을 통해 느끼는 경험은 다른 어떤 미디어가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경험보다 더 

강력한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온라인 속 경험들이 현실세계

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한 조송현 등(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또는 기존에 서

비스하고 있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우 비슷한 사용자들 간에 매칭 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긴장감과 몰입을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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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긴장 정도를 미디어 및 

스포츠 별로 나누지 않았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미디어의 

여러 장르 및 실제스포츠와 비교하여 긴장정도에 따른 몰입정도를 구분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피드백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인가운데 네 번째로 피드백

을 도출하였고, 사용자의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다는 결

과를 얻었다. 피드백에 대해서는 윤형섭(2011)과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 2006)과 

같이 피드백(보상)이 사용자의 몰입에 높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신용철, 정형원, 성백순, 2012) 의 교육용 게임에서 피드백이 사용자

의 몰입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피드백을 단순히 보상의 개념이 아닌 사용자가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속에서 받는 해설, 경기결과, 선수동작 역시 피드백으로 확장시켜 연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드백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또는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

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수여할 경우 사

용자들의 몰입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드

백 정도에 따른 사용자의 몰입정도를 나누지 않았으며, 게임 내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통합하여 연구한 것

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보상의 종류를 물질적인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보상정도에 따른 사용자의 몰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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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상호작용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몰입요인 가운데 네 마지막으로 사

회적 상호작용을 도출하였고, 사용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몰입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Hsu &

Lu(2004)와 안중호, 김호걸, 이성호, 박철우(2003) 그리고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

(2006) 등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

용자의 경험 요소 중 몰입에 대해 가장 높은 상관계수인 0.367을 기록하였다. 따

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기존 사용자들은 스포츠 게임을 통한 채팅, 쪽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

용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

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모임을 지원 그 예로 스포츠관람, 스포츠소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한다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

성할 수 있다고 본다 Kim & Ross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속 사회

적 상호작용에 대한 몰입정도만 확인했으므로, 추후 오프라인 경험 과 온라인 경

험을 가진 사용자들을 구분하여 그들의 경험에 따른 사용자의 몰입정도를 파악

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몰입과 즐거움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온라인 게임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즐

거움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몰입정도에 따른 즐거움의 관계는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 Eden(2011) 와 안중호, 김호

걸, 이성호, 박철우(2003) 그리고 이웅규(2005)등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몰

입정도가 높을수록 사용자의 즐거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스포츠 온라

인게임을 하는 동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사용자의 몰입도가 높을수록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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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포츠 게임을 하는 동안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

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몰입은 사용자에게 즐거움 

또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게임 그 속에서 실제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 속에서 사용자의 몰입

요인을 파악했으며, 기존의 게임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던 실재감(선수들의 이름,

외모, 특이폼, 경기장, 해설) 등 기존 게임의 몰입에 대한 요인들과는 다르게 스

포츠라는 특수성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스포츠와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간

의 경험을 비교하여 각 요인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이 스포츠팬덤 나아가 스포츠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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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의 경험이 몰입과 즐거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게임메카 3월 기준 온라인게임순위를 통해 상위 4개의 실

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선택하였고, 각각의 대표커뮤니티

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소정의 상품을 부여하는 목적으

로, 각 커뮤니티 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 수집된 자료 251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SEM)모형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통항 집중정도가 높을

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둘째,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컨트롤(조작통제감)이 높을수록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셋째,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도전(사용자가 느끼는 게임 속 난이

도)이 적합할수록 사용자는 높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넷째,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피드백(보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을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 되었다.

다섯째, 스포츠 온라인게임 내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

은 몰입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여섯째, 사용자의 몰입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즐거움이 높을 것이라는 가

설은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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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온라인 게임이란 실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게임으로써 축구, 농구, 야구 등 실

제 스포츠를 게임이라는 사이버 환경에서 그대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바로 이 스포츠 온라인게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

용자들의 몰입요인들을 밝히고 스포츠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을 또 다른, 스포츠팬

이라는 인식으로 그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스포츠 온라인 게임의 어떠한 

점에 사용자들이 몰입하고 즐거워하는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집중과 몰입에서 실재감으로 선

수들의 얼굴, 이름, 특이폼 등을 조사하였지만 보다 다른 장르의 게임이 가질 수 

없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게임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분화된 요소가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사용자들의 긴장정도를 미디어 및 스

포츠 별로 나누어 몰입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보상)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경기 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해설, 결과분석 등 다양한 피드백을 통합하여 몰입정도를 

비교하였지만, 윤형섭(2011)과 (엄명용, 이우헌, 오준환, 2006)의 연구결과와 마찬

가지로 피드백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후연구

에서는 피드백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과 물질적,

비물질적 피드백에 대해 구분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온라인 상태로 한정지어 조사하였지만,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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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까지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용자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모임까지 경험한 사용자의 몰입정도에 대한 비교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용자의 몰입이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스포츠 온

라인게임 결과 즉, 승⦁패가 사용자들의 몰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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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w and enjoyment according to 

sports online game experience

Han, Ga-Ra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ffect of the sports online game of which 

the theme is actual sports about the experience of the sports online 

game users. This has the objective of investigating the immersion factors 

of the users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psychology of them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me and sports based on actual 

sports. Also, it has referred to the flow theory of Csikszentmihayi(1990) 

and has performed the questionnaire analysis using the on-line 

community representing each sports game by setting the variables, 

concentration, control, challenge, feedback, objective and social 

interaction etc as the variables with which the user can be absorbed in. 

The fin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251 remaining pieces 

excepting the 43 pieces which have been judged to be non-credible or of 

which the response content is insincere out of the 294 user's sport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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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ommunity user. For the data analysis, the SPSS 21.0 and the 

Amos 18.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and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nd SEM model verification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the sports online game immersion 

factors was the concentration (interface), control(degree of manipulation), 

challenge (level of difficul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which have positive 

effect on the sports online game. Especially, the social interaction affected 

the most and it was verified that as the user become absorbed more in 

the sports online game, the joy became higher. Thus, all the hypothesis 

were supported except the feedback among all the hypothesis set in this 

study and it was verified that as the user become more immersed in the 

game, the joy also became higher. 

Keyword: flow, enjoyment, sport online game, game, social interaction, 

sports game

student Number: 2011-2367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험과 몰입이론
	1) 스포츠 게임의 경험 
	2) 몰입과 즐거움
	3) 몰입의 결정요인

	2. 스포츠 온라인게임 몰입의 결정요인
	1) 집 중 (concentration)
	2) 컨트롤 (control)
	3) 도 전 (challenge)
	4) 피드백 (peedback)
	5) 목 표 (clear goals)
	6)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3. 몰입 (flow)
	4. 즐거움 (enjoyment)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개요
	2. 스포츠 온라임게임 요소와 몰입의 관계
	1) 집중과 몰입의 관계 
	2) 컨트롤과 몰입의 관계
	3) 도전과 몰입의 관계 
	4) 피드백과 몰입의 관계
	5) 목표와 몰입의 관계 
	6) 사회적 상호작용과 몰입의 관계 
	7) 몰입과 즐거움의 관계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2. 조사도구
	3. 자료처리방법

	Ⅴ.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기술통계 분석 (descriptive analysis)
	2) 신뢰도 분석
	3)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2. 가설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Ⅵ. 논의
	1. 스포츠 온라인게임의 경험과 몰입
	1) 집중과 몰입
	2) 컨트롤과 몰입
	3) 도전과 몰입
	4) 피드백(보상)과 몰입
	5) 사회적 상호작용과 몰입
	6) 몰입과 즐거움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