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31

게임 교육, 게임 문화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3 Apr; 13(2): 131-142

http://dx.doi.org/10.7583/JKGS.2013.13.2.131

게임이용자의 자기통제와 해석수준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장예빛*, 이혜림**, 김민규***, 정의준**, 유승호****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yebeet123@kaist.ac.kr, nevercry2100@konkuk.ac.kr, umin2kimp@ajou.ac.kr, 
jeong12@konkuk.ac.kr, shryu@kangwon.ac.kr

The Effects of Self-control and Construal Level on Game Addiction

Ye-Beet Jang*, Hye-Rim Lee**, Eui-Jun Jeong**, 
Min-Kyu Kim***, Seoung-Ho Ryu****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SK*, Dep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Konkuk University**, Dept. of Cultural Content***, 

Dept. of Visual 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tiy****

요  약

게임 독은 자기통제 상실의  지표로서 동료 계  교우 계와 같은 사회  계맺음
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 반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자들의 
자기통제수 과 해석수 에 따라 게임 독수 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한 자기통제수 과 
해석수 의 상호작용이 게임 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탐색해보았다. 이를 해, 
게임이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 고, 총 918의 응답자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결과, 낮은 자기통제수 과 낮은 해석수 을 가진 이용자들의 경우, 상 으로 높은 

자기통제수   높은 해석수 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더욱 높은 수 의 게임 독을 나타냈다. 
한 자기통제수 이 높을 경우에는 해석수 에 계없이 게임 독수 이 낮았으나, 자기통제

수 이 낮은 경우, 해석수 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석수 이 하나의 조 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이러한 결과
를 통해 개인의 자기통제와 해석수 의 변화를 통해 자율 인 규제를 통한 게임 독완화의 가
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how different level of self-constol and construal level 
influences game users' game addiction. Also we explor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individual's self-control and construal level on game addictio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total 918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users with low level of 
self-control and low-level construal showed higher level of game addiction. In addition, 
we fou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lf-control and construal-level on 
game addiction. In high self-control group, game addiction level was low regardless of 
level of self-construal. However, in low self-control group, the level of construal-level 
affected game addiction. We found that construal-level played an important mediating 
variable. These findings suggest a noble insight for autonomous control in 
alleviatinggame addiction by changing one's level of self-control and self-constr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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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

심 콘텐츠산업으로 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 게임 산업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게임은 사

회 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재 우

리나라에서 게임에 한 사회  인식은 반 으로 

부정 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 인 인식의 

변에는 게임콘텐츠의 선정  요소  폭력 요소

가 청소년  성인에게 미치는 부정 인 잠재 효

과와 더불어 게임이용에 따른 독문제가 큰 우려

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게임이용과 게임 독의 

문제는 상당히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며, 정

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한 조치로 게임 셧다운

제를 도입하는 등의 일련의 규제활동을 통해 극

 개입을 시도하는 이다.

게임 독의 사회 체의 문제이기도 하나, 그 내

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개인 인 미디어이용의 문제

이자, 개인의 특성 혹은 특질과 련한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게임콘텐츠를 소비하더

라도 어떤 이용자들은 높은 수 의 독결과를 보

이는 반면, 다른 어떤 이용자들은 그 지 않은 결

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독성향과 

한 련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개인의 특성 에서도 독과 가장 련이 

높은 변수인 자기통제를 하나의 주요 핵심 변수로 

놓고 독 이슈에 근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리 연구된 자기통

제와 게임 독간의 상 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의 해석수 의 차이가 요한 조 변수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하고, 이와 련한 연구문

제를 설정,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이를 탐색해보았

다. 자기통제와 게임 독은 리 연구된 주제이나, 

이 두변수 사이에서 작용하는 해석수 의 조 효과

에 한 연구는 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해석수 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이 게임 독 정도에 어떠한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 다. 결론 으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게임 독의 매커니즘을 밝히는데 있어 

새로운 하나의 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극  정부개입의 다른 한편에서, 

개인의 자기통제와 해석수 의 변화를 통해 게임이

용을 보다 자율 으로 규제하고 통제해나갈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하나의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본  론

2.1 게임 독, 해석수 과 자기통제

2.1.1 인터넷  게임 독  

게임에 한 사회의 력 에서도 인터넷 

게임 독은 다년간에 걸쳐 부정  사례들을 양산

하고 있다. 게임을 독 으로 사용하는 게임이용

자들은 자기 통제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육체 , 사회 , 정신 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1]. 이에 따라 인터넷  게

임 독에 한 연구도 다각 인 방향에서 진행 

이다.  

“게임 독”이라는 용어는 엄 히 말하자면, 

재 학계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진 않으며 “게임 

과몰입” 혹은 포 으로 “인터넷 독”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독은 오랫동안 “컴

퓨터 독”, “기술 독”, “인터넷 독 장애” 등

으로 불리어 왔다[1].

미국정신의학 회의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한 표 진단분류체계(DSM-V)를 살펴보면 인터

넷 독이나 게임 독에 한 독립 항목은 없다. 

신에, 약물(마약 등)이 아닌 제반 행동과 련해

서는 “ 독” 신에 “충동조 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s)”라는 표 을 사용한다. 따라

서 게임 독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학계에 병리

으로 정의 되어 있지 않으며 게임을 통한 충동

조 장애 정도로 여겨진다. 

2000년에 발표된 DSM-IV-TR에서 가장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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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 근 해 보이는것으로는 “Impulse-Control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에 포함된 

병리  도박(pathological gambling)이다. 가장 최

근의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V의 2012년 개정

에서도 게임 독은 장애 분류에서 제외되었으며 

행동 독인 병리  도박만 포함되었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인터넷  게임 독 

상은 자기 통제력과 상반되는 개념인 충동조 장

애 혹은 행동 독 상태로 정의되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 인터넷 

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8%, 청소년의 

12.4%가 인터넷 독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인터넷 독 고 험 사용자 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들  43.9%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한다

고 응답하 다. 따라서 인터넷 독은 주로 게임과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이러한 독성

향을 해결하고자 향요인에 한 환경 , 심리  

특성변인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그 에서도 심리  특성인 자기통제력은 충동

조 장애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써 인터넷 

독성향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5,6,7].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에서 진행된 학생 

상 인터넷 독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독자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보 으며 일상생활 부 응, 감

정조  능력 감소, 인 계 장애 등의 상을 보

여주었다[8]. 청소년 상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

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수가 낮았으며[3] 자기

통제 로그램을 용 한 집단에서는 인터넷 독

성향 정도가 감소하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7]. 

한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 변수가 

매개변수인 자아존 감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인터

넷 독성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게임 종류에 따라 심리사회  요인 연구를 진행한 

박보경 외(2012) 연구에서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측 요인으로 자기통제력에 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5].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게임 독은 

자기통제력과 한 연 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기통제력은 게임 독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한 요인인 것이다. 자기통제의 실패는 충동조  장

애 는 독  행 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성향에 한 치료를 해서는 자기통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2 자기통제   

자기 통제력 이란 인지나 정서, 행동조 을 자신

의 의지 로 조  가능함을 일컫는다. 인터넷  

게임 독 상을 완화하기 해서는 자기통제의 강

화 능력에 한 다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자기 통제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통제(self-control)란 즉각 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상 으로 가치가 낮은 선택과 만족은 지

연되지만 향후 더 큰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

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연되지만 더 큰 강화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 로 지연되지 않은 작은 강화

물을 선택하는 것은 충동성을 의미한다[9]. 그리고 

단기간의 결과보다는 장기간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진다[10,11]. 이를 

종합해보면, 장기 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  

목표 추구와 단기 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하  

목표 추구가 일치하지 않아 자기통제의 문제가 발

생한다는 것이다. 

Loewenstein(1996)는 자기통제를 신체의 본능

인 반응과 이성  선호간의 갈등으로 설명한다. 

이성을 통한 합리 인 선호와 비본능 인 반응을 

나타내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2]. 한 

반작용  통제이론(Counteractive Control Theory) 

에 따르면 자기통제의 문제는 동기 갈등의 한 유

형으로써 사람들이 장기 인 이익을 추구하기 해 

이를 하는 단기 인 이익에 해 반작용  통

제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3]. 성공 으로 자기

조 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통제를 요구하는 목표간



134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3 Apr; 13(2): 131-142

―게임이용자의 자기통제와 해석수 이 게임 독에 미치는 향―

의 갈등이 있을 때 요한 목표를 향한 활성화가 

암묵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4].

Muraven, Tice & Baumeister(1998)은 자기통

제란 자신을 조 하려는 능력이라고 하 으며 

Muraven와 Baumeister(2000)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동 이고 일상 인 반응들을 의식 으로 억제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 다[15,16]. 이러한 

자기통제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수행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들이 제안한 자기조 력 모

델(self-regulatory strength model)에 의하면 자

기조 력은 근육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

이 사용하면 에 지가 고갈되고 휴식을 취하면 회

복된다고 하 다[15]. 여기서의 자기조 력

(self-regulatory strength)이란 반응, 습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들을 억제하고 극복하기 해 

활용되는 모든 내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조 자원이 고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통제에 실패

한다고 한다[17]. 

자기조 자원 고갈에 의해서 통제력이 약해지면 

수용자들은 직 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노력

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정보처리과정에 의존하게 

된다[18,19]. 이에 따라 상에 한 세부 인 정보 

악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충동조 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론 으로 이러한 단순처리과정과 통제과정의 

약화는 인터넷  게임 독 상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독 상 해결을 해서는 자기통제

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

이다. 자기통제력 강화의 과정은 해석수 이론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공 인 자기통제는 

개인의 해석수 과 깊은 련이 있기 때문이다 

[14,20].

2.1.3 해석수 이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  순간에 직

면하게 된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사람들은 상

과의 심리  거리를 이용하여 과거와 재를 평가

하거나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 등에 일어날 일을 

측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 다양한 수 의 정신  

표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에 한 설

명은 해석수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으로 가능하다. 해석수 이론에 따르면, 사람

들은 가깝고 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상이나 사건에 하여 다르게 표상한다고 한다. 이

는 사람들이 상이나 사건을 표상할 때 심리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에 따라서 다른 수

의 해석을 함으로써 측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에 하여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1,22,23,24,25]. 이는 자기 통제를 하는데 있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석수 은 크게 상  수  해석(high-level 

construal)과 하  수  해석(low-level construal)

으로 구분되고 있다. 상  수 의 해석에서는 상

에 하여 추상 , 본질 , 목표지향 (goal 

oriented), 탈맥락 인 속성에 주목하는 반면에 하

수 에서는 구체 , 세부 , 수단지향 (mean 

oriented), 맥락 으로 해석하게 된다. 

를 들면, 두 아이들이 야외에서 공놀이를 한다

고 하 을 때 세부 속성에 주목하는 하 수 의 

해석 에서는 아이들의 연령이나 공의 색깔, 밖

의 기온 정도에 주목하게 된다. 반면 상 수 의 

해석을 할 때는 공놀이 라는 활동 자체를 세부 속

성이 아니라 심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즐거운 유

희 활동으로 본다는 것이다[24]. 한 상과의 심

리  거리가 클수록 사람들은 상 해석수 으로 사

건의 본질에 주목하여 더욱 추상 으로 표상을 하

게 되며 하 수 해석에서는 더욱 구체 이고 맥락

이며 부수 인 속성에 주목한다. 반면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 수 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상을 해석수 이론 에서 설명하자

면, 상 수 의 해석이 추상  인 행 의 목

에 한 답을 추구하는 “왜(why)”와 련된 표

상을 하는 반면, 하 수  해석은 구체  의 

세부속성에 주목하는 방법에 한 “어떻게(how)”

와 련된 표상에 주목하기 때문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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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 의 추상성은 행동 수행에 하여 구체

인 세부속성이 아닌 상과 련 있을 때 당면

한 맥락  해석을 하게 되며 보편 인 의미로부터 

더 많은 정보  유의성을 습득하려고 한다는 것

이다[26,27,28]. 이 게 사람들은 심리  거리를 이

용하여 과거와 재, 미래에 한 표상을 할 때 상

  하 수 의 해석을 용시키고 있다.  

심리  거리란 재의 자신과 가깝거나 먼 주

인 경험으로 자기 심 (egocentric)인 개념이다. 

시간 , 공간 , 사회 , 발생확률  거리에 따른 

직  경험의 편향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어지며 사건이 언제, 어디서, 구에 

의해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석수 은 발생할 

사건에 한 인식이며 사건 그 자체에 한 표상

의 과정이다[25]. 심리  거리는 시간  거리

(temporal distance)[21], 공간  거리(spatial 

distance)[20], 사회  거리(social distance)[31,32],

발생확률  거리(hypothetically)[29,30] 로 분류되

고 있다. 

시간  거리란 재를 기 으로 근 미래나 먼 

미래 등의 시간상 가깝고 먼 거리에 한 심리  

거리를 의미한다. 시간 으로 먼 거리에 해서는 

추상 인 상 수 의 해석을 하며 가까운 거리에 

해서는 구체 인 하 수 의 해석을 용한다

[21]. 공간  거리란 재 자신이 있는 공간과 

상과의 물리  거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멀리 있

는 공간에 하여 수단(how)이 아닌 목 (why)에 

주목하며 상 해석수 을 용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가까운 공간에 해서는 수단(how)에 주목

하며 하 수 으로 해석한다[20]. 사회  거리란 

사회  가족 구성원 등의 사회  에서의 거

리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 이 많은 타

인의 행동에 해서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하 수

으로 해석하는 성향을 보 으며 차이가 날수록 

상 수 으로 해석한다고 한다[31,32]. 마지막으로 

발생확률  거리(hypotheticality)란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표상할 때 심리 으로 더 멀게 느낀

다는 것이다. 실  가능성이 높을수록 구체 인 표

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깝게 느끼며 반 로, 실

가능성이 낮은 사건일수록 보다 추상 으로 느끼기 

때문에 심리 으로 멀게 느낀다는 것이다[29,30].

해석수 이론의 심리  거리인 시간  거리, 공

간  거리, 발생확률  거리, 사회  거리는 게임 

사용자가 선택  상황에 직면할 때 모두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인터넷  게임 독군의 사람들이 상   

하  해석수 에 따라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역으로, 자기통제력이 높고 낮

음에 따라 해석수 이 달라지는지에 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1.4 해석수 , 자기통제와 게임 독

해석수 이론(Construal-Level Theory; CLT)

에 따르면 개인의 해석 수 이 성공 인 자기통제 

과정을 진한다고 한다. 해석수 이론에서 발생하

는 자기통제는 동일한 상이라 할지라도 심리  

거리에 따라 상  혹은 하  수 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상

에 해서도 개인의 해석수 에 따라 상이하게 결

정을 내리게 된다. 

상 해석수 은 행동 결과에 한 가치를 강조

하는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행동의 목 (why)에 

주목하는 반면, 하 해석수 은 비교  쉬운 결과

를 바라거나 성취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행가능성

(feasibility)  행동의 수단(how)에 을 두고 

결정하게 된다. 이 게 동일 상에 한 해석의 

차이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과 상에 해서도 립되는 평가를 하고 상

이한 단과 의사결정을 보여  수 있다. 그 결과 

자기통제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14,20].

상 해석수 은 본질 이고, 심 이며 바람직

성과 련된 속성을 보기 때문에 목표지향

(goal-oriented)으로 해석하여 자기통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 해석수 을 하는 사람들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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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수 인 부차 인 속성을 강조하는 수단지향

(mean oriented)인 해석 보다는 궁극 으로 자

기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통제

는 하 해석수 보다는 상 해석수 에서 나타난

다. 상 해석수 은 충동에 따른 즉각 인 결과물

에 한 선호도를 감소시키고 지연되지만 더 큰 

강화물에 한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독에 한 해결 방안 

 하나인 자기통제력의 강화는 해석수 이론으로 

보다 정교한 설명력을 보여  수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진 해석수 을 통한 인터넷  게임 독과 자

기통제력에 한 연구가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석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문제를 설정

하 다.

2.2 연구내용

2.2.1 연구문제 

연구문제1: 게임이용자의 자기통제수 이 높을수

록 게임 독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2: 게임이용자의 해석수 이 높을수록 

게임 독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3: 게임이용자의 자기통제수 과 해석수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게임 독

에 향을 미치는가?

2.2.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해 온라

인 게임이용자들을 상으로 약 2주에 걸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온라인 설문은 만16세

부터 만59세까지에 걸친  연령층을 포 하고 있

으며, 결측 값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

된 응답 수는 918명으로, 남성(532명)과 여성(386

명)의 비율은 58%  42%로 약 60  40의 분포

를 보 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설문조사 시

으로부터 6개월 내 게임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로 모집하 음을 밝 둔다.

2.2.3 척도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해, 우선 개인의 만성

인 해석수 을 측정하 다. 만성  해석수 의 경

우, 가장 리 이용되는 표 인 측정도구인 

Vallacher와 Wegner에 의해 개발된 BIF(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를 사용하 으며, 

BIF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3]. 

자기통제 변수는 Tangey(2004)와 그의 동료들

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 “1=  그 지 

않다”에부터 “5-매우 그 다”까지의 5  척도의 6

개 문항으로 조사하 다[34]. 

게임 독 척도는 기존 인터넷 독척도로 리 

사용되는 Young(1998)의 척도를 게임 독 상황

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 으며, 척도는 총 20문항

의 5  척도로 구성되었다[35]. 온라인 설문에서는 

의 핵심 인 세 가지 척도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게임이용시간  선호하는 게임이용장르

와 게임이용 랫폼을 함께 조사하 으며, 마지막으

로 기본 인 개인의 인구통계학  변수를 조사하

다. 자기통제변수와 게임 독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0.61와 0.95로 척도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자기통제수 과 게임 독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우

선 자기통제수 과 게임 독 변수를 이용해 회귀분

석을 수행하 다. 기본 인 인구통계학 변수인 학

력, 가구소득 변수와 게임 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게임이용시간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통제수 과 게임 독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의 R제곱값은 0.19로 나타났다. 개

별변수  학력과 게임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고, 학력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통제수  변수는 게임 독과 부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β값은 .23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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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통제수 이 높아질수록 게임 독이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해석수 과 게임 독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해, 해석수 변수와 게

임 독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이

때에도 역시 학력, 가구소득 변수  게임이용시간 

변수를 통제하고, 해석수 과 게임 독의 계를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의 R제곱값은 0.16으로 나타

났으며, 게임이용시간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

으며, 그 외 학력과 가구소득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석수 변수과 게임

독 역시 부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β값은 .14

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를 통해 상했던 바와 같이 

개인의 해석수 이 높아질수록 게임 독이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기통제수 , 해석수 과 게임 독의  

    상호작용효과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자기통제수 과 해

석수 에 따라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검

증해보았다. 이를 살펴보기 해, 자기통제변수의 

평균값인 3.00 (SD=0.54)을 기 으로 높은 수

의 자기통제와 낮은 수 의 자기통제로 그룹을 나

었다. 한 해석수  역시 해석수 의 평균값인 

15.61 (SD=4.83)을 기 으로 상 해석수 과 하

해석수 으로 그룹을 구분하 다. ANOVA를 이

용해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해석수 과 자

기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F(1, 4.591), p<0.05, η2=0.01). 즉, 

자기통제에 따라 게임 독의 차이가 해석수 의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Fig. 1]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데, 자기통제수 이 높은 경우, 해석수 에 

련 없이 게임 독의 평균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낮은 해석수 : M=2.20, SD=.71 / 높은 

해석수 : M=2.17, SD=.72). 그러나 자기통제수

이 낮은 경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통제수 이 낮고, 해석수 도 낮은 

경우(M=2.64, SD=.78), 해석수 이 높은 경우에 

비해(M=2.39, SD=.68) 상 으로 가장 높은 수

치의 게임 독 평균값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자기통제가 높을 경우에는 

해석수 에 계없이 게임 독이 낮지만, 자기통제

가 낮은 경우에는 해석수 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것이 게임 독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의미 있

는 조 변인(moderating variable)로 기능한다는 

이다. 해석수 이 높은 경우에 비해, 해석수 이 

낮은 경우 더욱 독의 수 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해석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독수

이 결정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Fig.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lf-control and 

construal level

4. 결론  논의

본 연구는 게임이용자의 자기통제수 (높은 자

기통제수 , 낮은 자기통제수 )과 해석수 (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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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 하 해석수 )에 따라 게임 독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서베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 번

째, 연구문제에서 자기통제수 과 게임 독의 계

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수 이 높을수록 게임

독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수

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기통제수 을 가진 사

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게임 독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해석

수 과 게임 독의 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해

석수 이 높아질수록 게임 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수 이 낮은 사람들이 해석수

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게임에 독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해석수

과 자기통제수 에 따라 게임 독에 차이를 보이

는지를 알아보기 해, 해석수 과 자기통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 다. ANOVA 결과, 게임

독에 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변수와 해석수 변

수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자기통제

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개인이 가진 해석수 의 

정도에 계없이 낮은 게임 독수 을 보 다. 그

러나 자기통제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석수

의 정도가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해석수 이 낮

은 경우에는 게임 독이 높은 수 을 나타냈으나, 

해석수 이 높은 경우에는 게임 독의 수 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통제 수 이 낮은 사

람들의 경우에는 상 으로 어떠한 해석수 을 가

지느냐(높은 해석수  vs. 낮은 해석수 )에 따라 

게임 독의 수 이 조 될 수 있다는 에서 개인

의 해석수 이 하나의 요한 조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게임 독 연구에서 자기통제 수 이 게

임 독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자기통제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 사

이에 해석수 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상호작용 결과를 도출했다는 에서 흥

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이는 기존 게임 독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한 변수를 발견했

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개인의 특성 변수라 할 수 있는 해석수 을 높

이거나 낮춤에 따라, 게임 독이라는 하나의 미디

어이용 결과에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

서 향후 이 부분에 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에서 한계를 가진

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환경이 아닌 온라인 서베

이 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 기에, 향후 정 한 

실험환경에서 다시 한 번 결과를 확인한다면 보다 

탄탄한(robust)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게임 랫폼에 을 

맞추지 않고, 온라인게임에서부터 모바일게임에 이

르기까지 모든 게임 랫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

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

다. 향후, 온라인게임 혹은 모바일게임을 주로 이

용하는 주이용층을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면, 특정 게임 랫폼과 게임 독에 한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가 게임 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해

석수 변수 뿐만이 아닌 다른 요한 조 변수 혹

은 매개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힌 해석수  변수 

외에 게임 독완화에 한 목표 요성 인식 차이 

혹은 고독감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 상태

와 련된 변수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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