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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파동하고 

있다. 비록 그 역기능의 파급 효과에 기인한 게임 중

독 등의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가열중에 있지만, 기

능성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과 같은 게임의 순기

능에 대한 연구와 검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게

임의 순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1,2]. 인터랙티

브 매체인 게임은 행위자들에게 높은 인지적이며 정

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3,4] 게임 

이용은 향유자들에게 욕구에 기반한 만족감, 유대 관

계의 증진 등 긍정의 효과를 양산하며 삶의 만족도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SWB)의 핵심지표로서 행복, 혹은 웰빙(Well-being)

개념과 공유되며 혼용되는 개념으로, 삶에 대한 주관

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며,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5,6,7,]. 이렇게 행복을 대변하는 삶의 

게임 이용자들의 자아 존중감, 게임 효능감, 사회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헤도닉과

유다이모닉 행복 관점을 중심으로

이혜림†, 정의준††

The Influence of Players’ Self-Esteem, Game-Efficacy,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Hedonic
and Eudaimonic Happiness

Hye Rim Lee†, Eui Jun Jeong††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plores a possible mechanism through which game users’ integrated socio-

psychological factors lead to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desire-fulfillment theory as well

as hedonic and eudaimonic approaches to happiness. Using data from a survey of 789 game users in

South Korea, we tested the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variables (self-esteem and game and life-effi-

cacy), social variable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nd demographic variables (age and gender)

with life satisfaction.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and game efficacy were an important antecedent

to the degree of users’ life satisfaction. Both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increased life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perspective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game users and further associated research

is explored.

Key word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game and life-efficacy,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 Corresponding Author : Eui Jun Jeong, Address:

(143-701) 120 Neung Dong-Ro, Gwang Jin-Gu, Seoul,

Korea, TEL : +82-2-450-0449, FAX : +82-2-450-0449,

E-mail : jeong12@konkuk.ac.kr

Receipt date : May 10, 2015, Revision date : July 12, 2015

Approval date : July 30, 2015

††Dep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E-mail : nevercry21@naver.com)
††Dep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3A2044729).



1119게임 이용자들의 자아 존중감, 게임 효능감, 사회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만족도는 개인의 환경이나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 따

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스스로의 기준에 근거한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5].

욕구 충족 이론(Desire-Fulfillment Theory)에 따

르면 개인의 행복은 욕구에서 기반한 사건이 야기한 

상태나 감정의 획득에 의해 구성된다고 상정한다. 그

리고 개인의 감정을 유복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

로 욕구의 충족을 의미할 수밖에 없으며 행복을 구성

하는 이 욕구의 충족은 현실 보다는 ‘가상의 욕구적 

상황(Hypothetical desire situation)’ 내에서 보다 높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8]. 현실에서 불가

능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상적 상황은 

욕구 충족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시대의 인지적 레저 활동인 게임은 개인

들의 욕구 충족 실현의 무한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최첨단의 창조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4] 삶의 만족도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감정에 영향

을 주는 주요한 외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에 관한 관점은 웰빙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

었다. 웰빙이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총칭하는 용어

로써 정신적 행복과 심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행복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웰빙은 최상/최고의 경험

에 관한 것이며[9] 그런 행복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철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즐거움과 행복을 

반영하는 헤도니즘(Hedonism)[10]과 개인의 충족

감, 신(Daimon)의 존재 및 실체에 대한 신념을 의미

하는 에우다이모니즘(Eudaimonism)이다[11]. 아리

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된 행복에 관한 고민은 현

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개

념화 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감정을 얻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놀이 등을 통한 즐거운 감정의 발산을 통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재미와 즐거움에서 얻어진 

행복의 감정은 헤도닉 행복(Hedonic happiness)이

다. 하지만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복합적 존재

이다.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의미있는 가치 지향적 행

위를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행복은 유다이모

닉(Eudaimonic happiness)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헤도닉 관점에서의 행복은 기쁨이나 즐거움과 동일

시된다. 그리고 유다이모닉 관점에서의 행복은 스스

로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의 이익/공공선

(Greater good; The benefit of the public)에 기여하

는 것이다[12]. 또한 내적 본성을 따라 깊이 있는 가

치를 추구하는 것이며[11],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자각하고[13], 목표를 성취하거나, 의미 있는 삶을 추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14].

이 시대의 게임은 개인들에게 헤도닉적 관점과 유

다이모닉 관점의 만족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내포할 수 있다. 특히 어드벤처나 액션 게임,

슈팅 게임 등 은 쾌락이나 자극 만족의 헤도닉적 콘

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즈와 같은 롤플레잉 게임

은 게임 내의 역할 취득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거

나 유익한 삶의 정보를 미리 게임을 통해 대리 체험

함으로서 개인들에게 가치 실현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3]. 심즈와 같은 게임은 유다이모닉 행복을 반

영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 장르에 따라 세분화 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보편적으로 게임 이용은 향유자

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게임에 투사함으로서 강력한 

자극과 연민, 공포, 사랑, 슬픔, 애정 등의 감정적 동

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유

의미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현실에

서 불충족된 자신감을 획득하며 내적 수준에서는 자

아 존중감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아 효

능감 또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또한 게임에서 마주하는 지속적 유대 관계나 새로운 

유대관계의 형성은 게임 이용자들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대 관계는 사회

자본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게임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자면, 게임은 삶의 다양한 만족감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16,17]. 이는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입

각한 효과로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에서 비롯

된 일이나 사랑, 놀이 행위와 같은 자발적인 특정 행

위는 개인의 내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이론에 근간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보면 Ryan 외 연구자들은[18] 자기 결정성 이론에 

입각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한 결과, 게임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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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보다 높은 만족감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Wang

외 연구자들[20] 또한 게임 이용은 이용자들에게 생

리적이며 심리적인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Smyth는[19] 종단 연구를 통해 MMORPG

게임 이용자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이용자들은 게임

을 통해 높은 쾌락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최근 진

행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게임 이용을 통해 삶의 

즐거움이나 소속감, 친근한 관계를 충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2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게

임 이용을 통해 개인들은 만족감, 효능감, 유대 관계

의 확장 등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게임은 존재하는 미디어 중에

서도 가장 강력한 몰입감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자발적 

행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매체로도 알려져 있다[4,

17,18].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한 강력한 몰입감은 행

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몰입적 경험은 삶의 만족

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22]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입증해보고자 한다.

위의 논의에서와 같이 게임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심리적 영향력을 긍정의 방향으로 양산하고 있다. 삶

의 만족이나 행복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과 유다이모닉 

행복의 관점에서 욕구 충족 이론에 근간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는 삶의 만족에 관한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

구는 해외에서는 사회과학, 인지 심리 등의 연구 분

야에서 활발히 검증되는 추세에 있으나[7] 국내에서

는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게임 이용자들의 자아 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자아 존중감은 삶의 만족이나 행복 연구에 적용되는 

핵심 변수로서,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개인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7]

이러한 현상이 게임을 이용하는 개인들에게도 유사

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둘째, 게

임 이용자들의 자아 효능감을 게임(가상) 효능감과 

일상(현실) 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에 어떠

한 영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효능감 역

시도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30, 32]. 셋째, 게임 내에서 생성되는 

약하거나 깊은 유대관계에 강도에 따라 삶의 만족감

은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량적 사

회자본과 결속적 사회 자본으로 구분하여 보다 정교

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게임 연구에서 사회자본

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40-43]

아직까진 삶의 만족에 관한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부

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로서 성별과 연령을 통합하여 알아볼 것이다. 삶의 만

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도 주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7].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윤택하

게 할 수 있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높은 사회 심리적 효과

를 양산하고 있는 게임에 이를 적용하여 진행된 실증

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사회심리적인 관점에

서 게임 이용의 효용적 측면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및 가설 도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감은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

관적 행복감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5]. 그

에 따라 삶의 만족감과 주관적인 개인의 행복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1900년대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Diener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의 자아존

중감, 사회자본과 같은 사회적 관계, 나이, 성별 등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5-7]. 하지만 이 연구들

은 현실 즉, 오프라인에만 국한된 연구이다. 최근 들

어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인터넷 사용자들 대상

으로 진행 되면서 가상공간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

다[26].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근간

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심리적 요인

(자아 존중감, 게임/일상 자아 효능감), 사회적 요인

(교량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인구 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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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의 관계  

자아 존중감은 자기 도식(Self-schema)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들이 감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역

량이나 성공, 가치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또한 자

아 존중감은 자신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신감은 

실제로,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대표 요인

으로 연구되고 있다[23]. 그에 따라 자아 존중감의 

세부 요인에는 자신감 항목이 적용되어 있다. 자신감

은 보다 미시적 관점의 상황에 관련된 신념을 반영하

는 개념인 반면에 자아 존중감은 거시적/총체적 수

준에서 자신을 향한 의도성, 정서적 평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24]. Rosenberg [25] 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은 성공적인 삶의 만족감을 영위하기 위

한 주요한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25].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에 따른 심리

적 상태를 의미하며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을 반영하

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결과 보편적으로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개인들의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

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7].

이렇게 자아 존중감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주로 현

실 즉, 오프라인 환경의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는 추

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가 가상공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자면, Liu 외[26]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효용적 측면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학교나 삶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상에

서 얻어가는 높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지닌 청소년

들의 삶의 만족감은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지닌 

개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상공간을 통해 이

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력을 자유롭게 얻어가면서 그

들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

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Agyar[27] 연구에

서는 레저 행위를 즐기는 개인들의 지각된 자유와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게임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디지털 레저 

행위로서 게임 내의 창조적 구현성을 통해 보다 높은 

자발적 선택과 무한한 탐험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4]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게임 이용

자들 역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효과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아 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연구에 적용되는 대표 요인으로[7],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속해 있는 세상에 

관한 관점과의 일치성에 기반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개인들의 자기 도식과 자기 관

련된 정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게임은 자기중심적인 레저 행위로서 각 

개인들은 체화된 자신만의 경험과 기준에 근간한 자

기 해석을 동원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3,4]. 그에 

따라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게임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효과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근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이 도출되었다.

가설 1.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게임 

이용자들의 높은 자아 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삶의 만족도와 게임 및 일상 자아 효능감의 관계  

자아 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였을 때 얻어

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29]. 이러

한 자아 효능감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30]. Luszczynska 외 연구자들은[31] 자아 효능감이 

사회적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Lent 외 연구자들[32] 역시도 목표에 

기반한 자아 효능감이 특정 영역의 만족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상

승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아 효

능감은 궁긍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보편적 자아 효능감, 컴퓨터 자아 효능감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상태

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활용되

고 있다[33].

최근 들어 자아 효능감은 게임 이용자의 행위 연

구로 확장되고 있다[34,35]. Klimmt과 Hartmann[36]

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된 자아 효능감은 ‘구체적 영

역의 효능 기대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며, 이러한 

특정 자아 효능감 효과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선택과 결정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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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자아 효능감은 개인들의 감정이나 생

각, 행위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이나 범위에 제한 없이 동기 부여나 행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 게임이 제공하는 도전과 미션 달성을 통해 자아 

효능감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효능감이란,

게임이 제공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34]. Trepte

과 Reinecke [35]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에서 얻어가

는 다양한 경험들은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일상 효능감이란 현실의 효능감을 의미하며 보편

적 자아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45]. Steinkuehler과 Williams [41] 연구에 따르면 게

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현실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얻은 효능

감이 현실에 까지 영향을 주어 일상 자아 효능감까지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아 효능감을 게임과 현실로 나누어 세분화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게임 효능감은 앞 선 논

의에서와 같이 게임의 다양한 대리 체험은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35] 게임 

효능감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효능감 역

시도 게임이 야기한 파동적 효과로 인해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

여 도출된 가설은 다음의 2a와 2b 로 제시하였다.

가설 2 a/ b.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게임 이용자들의 높은 a) 게임 효능감과 b) 높은 일

상 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삶의 만족도와 사회자본의 관계  

사회 자본이란, 개인 들 간의 유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37]. 이러한 관계는 현재 

두 가지 구분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강한 유대관계에 근간한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약한 유대관계에 기반한 교량적 사

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다[38]. 결속적 사

회자본이란, 가족, 친한 친구 등의 강한 유대 관계나 

동종의 그룹내에서 감정적 지지와 지속적인 지원이 

동원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교량적 사회 자본은 약한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통해 그 

관계망을 확장시켜 보다 열린 기회와 폭넓은 관점을 

지향하는 관계들을 의미한다. 이 관계는 세계적 관점

에서 사회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37,38].

Williams[37]은 결속적 사회자본의 기준은 감정적 

지지, 한정된 자원의 높은 접근성, 결속감을 동원하

는 능력 등으로 정의 하였으며, 반대로 교량적 사회

자본은 확장된 관점과 광범위한 분야의 타인들과 교

류,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 호혜적 

관점의 확산 등을 기준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자본은 개인이 보유한 유대 관계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수준의 사회심리적인 영향력을 양산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39].

이렇게 사회자본은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유대 

관계에 대한 정교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점차 오프라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게

임 이용자들 대상의 가상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우선, 교량적 사

회자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illiams 외 연구

자들은[40] ‘World of Warcraft’의 게임 커뮤니티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그들은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맥이 확장 되어 게임 

내의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다양한 세계관

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교량적 사회 자

본이 증가된다고 나타났다[41]. 유사한 맥락에서 

Kobayashi의[42]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교

량적 사회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원천 제공의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잠재력의 공간이라고 하였다. 결속적 사회 자본

의 측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이

용자들은 게임의 익명성을 통해 게임에서 만난 동료

들과 현실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으며 이는 현실의 동료들보다 깊

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43]. 이러한 깊

은 유대 관계는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속적 혹은 교량적 사회자본과 같은 사회

심리적 영향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게임 이용과 만족

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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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혼자 있는 것에 비해 여러명과 함께 할 때, 행복

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7,9,10] 게임 이

용자들은 게임 이용을 통해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

적 사회자본의 유대 관계를 확장시키며 삶의 만족감

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게임 

연구에서 게임 이용자들 대상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

구는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게임 이용자들의 사

회자본의 형성 추이에 근거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의 유

대관계를 약한 유대 관계(weak ties)의 교량적 사회

자본과 강한 유대 관계(strong ties)의 결속적 사회자

본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앞선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개인들은 교

량적 사회자본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맥의 확장과 결

속적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깊은 유대관계의 지속감

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한 대표 연구자인 Diener [7]는 현실의 사회관계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교량적 사화자본과 결속적 사회자

본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도출

된 가설 3a와 가설 3b는 다음과 같다.

가설 3 a/ b: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게임 이용자들의 높은 a) 결속적 사회자본과 b) 높은 

교량적 사회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

을 나타낼 것이다.

2.4 삶의 만족도와 성별, 연령과의 관계

앞선 Diener 외[7] 연구에 따르면 행복이나 삶의 

만족에 관한 수준을 측정하는데 성별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변수 중 하나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명확

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소폭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연

령도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적용되

고 있다. Mroczek 과 Spiro[53]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40세에서 65세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

다가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54]. 그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의 성별과 연령 

역시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

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해 가설 4 a, b가 도출되

었다.

가설 4 a/ b: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게임 이용자들의 a)성별과 b)연령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3. 게임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및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시대의 게임이라는 수단이 

이용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독립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게임-일

상 효능감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는 

게임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교량적 사회자

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기본적

인 인구통계학적 성별과 게임 이용자들의 총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전 연령층을 고르게 분포

하여 할당 표집 하였다. 그 이유는 삶의 만족도에 관

한 게임 이용자들의 보편적 인식에 대한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789명의 게

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3주간 설문 조사를 진행 

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16세에서 59세로, 남성

은 395 (50.1%)명 이었으며 여성은 394 (49.9%)이 설

문에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는 45(5.7%)명, 20

대는 160(20.4%), 30대는 187(23.7%)명, 40대는 203

(25.8%)명, 50대는 194 (24.6%)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 기법으로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변수들 간 연관성의 정

도를 추론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 결과들을 토대로 가설 검증

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3.2 설문 문항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국제 공인 학술

지 (SSCI)에서 검증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사회

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 이상급과 교수들의 번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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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작업을 통해 설문에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모

든 문항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 외 연구자들이 고안한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5]. 이 척도는 그 안정성

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① 지금 내 삶은 내가 바라는 삶에 가깝

다. ② 내 삶의 조건들은 최상이다. ③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④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이

루며 살고 있다. ⑤ 인생이 한 번 더 주어지더라도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 Cronbach's α 값은 

.864로 신뢰도가 확인 되었다.

자아 존중감 역시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적

용되고 있는 Rosenberg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

하였다[25].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

지로 “1=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까

지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 ①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 혹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

과 동등하다고 느낀다. ② 나는 내가 수많은 좋은 자

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③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④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 Cronbach's α 값

은 .849으로 신뢰도가 확인 되었다.

게임 효능감과 일상 효능감 문항은 이미 국내를 

비롯한 해외 학술지에 적용된 문항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49, 50, 51, 52]. 게임 효능

감은 컴퓨터 자아 효능감 문항에[44] 게임 측면을 첨

가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 까

지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 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게임을 잘 한다. ② 좋은 아이

템과 높은 레벨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

이다. ③ 게임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대부분 다 

배울 자신이 있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게임

에 대해 잘 안다. ⑤ 게임 속에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이다.) Cronbach's α 값은 .935 로 신뢰도가 확인 되

었다.

일상 효능감은 보편적 자아 효능감 [45]의 기존 문

항에 삶의 효능감에 초점을 두어 적용하였다. 총 12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문항 예시: 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

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② 나는 능력 있는 사

람이다. ③ 나는 계획을 세우면 거의 해내는 편이다.

④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⑤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 ⑥

나는 목표성취가 어려워 거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⑦ 나는 배우고자 하는 바를 다 배울 자신이 있다.)

Cronbach's α 값은 .738로 신뢰도가 확인 되었다.

사회자본에 관한 문항은 미디어 연구분야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윌리엄스의 

사회자본 척도[37]를 사용하였다. 사회자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교량적 사회자본 10문항, 결속적 사회

자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 ①내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② 사람들과의 만

남은 외부의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③ 나는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데 기꺼이 시간을 쓸 

것이다. ④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줄 사람이 

있다.) Cronbach's α 값은 교량적 사회자본은 .892,

결속적 사회자본은 .871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4. 게임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상관 및 회귀 분석 결과 

4.1 상관 분석 

우선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 분

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

다고 나타났다(r=.54, p<0.01). 효능감 부분을 살펴보

Table 1. Descriptive & Reliability Results

n=789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

α

Life satisfaction 11.26 2.98 .86

Self-esteem 30.37 4.81 .84

Game-efficacy 2.21 .85 .87

Life-efficacy 3.36 .47 .85

Bonding social capital 3.43 .55 .87

Bridging social capital 3.52 .4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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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게임 효능감과(r=12, p<0.01) 일상 효능감은 둘 

다 삶의 만족도와(r=30, p<0.01) 긍정적인 상관관계

가 도출되었다. 사회자본의 결과를 살펴보면, 결속적 

사회자본(r=.37, p<0.01)과 교량적 사회자본(r=.31,

p<0.01)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하

지만 성별과 연령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4.2 회귀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추

정한 바와 상통하게 게임 이용자의 높은 자아 존중감

과 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아 존중감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수

준의 자아 존중감을 지닌 게임 이용자들에게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β=.540,

p<.001). 자아 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

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진행 

하면서 쾌락, 즐거움과 동일시되는 헤도닉적 행복감

뿐만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있는 행위를 통해 자아실

현과 자아발전을 통한 유다이모닉 행복감을 향유하

며 게임 내에서 보다 높은 자아 존중감을 영위 하였

을 수 있다. 이는 곧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력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Diener[7] 연

구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

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

났을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성립되었다.

가설 2의 a의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게임 

효능감 역시 게임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 수준을 증가

시켰다고 나타났다(β = .153, p < .001). 따라서 가설 

2의 a는 성립 되었다. 이는 게임이 제공하는 다양한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1. Life satisfaction 1

 2. Self-esteem .543** 1

 3. Game-efficacy .128** -.004 1

 4. Life-efficacy .309** .638** .027 1

 5. Bonding social capital .378** .508** .019 .526** 1

 6. Bridging social capital .314** .390** .021 .467** .628** 1

7. Gender -.036 -.023 -.236** .031 .015 -.044 1

 8. Age .056 .124** -.220** .075* -.044 .073* -.034 1

*p<.05, **p<.01,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es on Life Satisfaction

Coefficient α  (n=798)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B β Tolerance VIF

Self-esteem .335 .540*** 13.681 .000 .540 1.852

Game-efficacy .052 .153*** 4.978 .000 .888 1.126

Life-efficacy -.927 -.147*** -3.659 .000 .518 1.932

Bonding social capital .652 .120** 2.915 .004 .493 2.030

Bridging social capital .568 .094* 2.438 .015 .569 1.756

Gender .126 .021 .701 .483 .926 1.080

Age .008 .033 1.068 .286 .906 1.104

Durbin-Watson = 1.981

R square = .343 (p <0.001)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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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미션들의 성취감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관

한 신념이나 자신감이 증가되면서 삶의 만족에 상승

효과를 주었을 수 있다. 더불어 이 신념이나 자신감

은 자아 존중감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효능감과 상호

교환적인 심리적 영향력을 공유하며 삶의 만족도를 

증강 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삶의 효능감은 역의 효과를 양산하였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저하 시킨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β = -.147, p < .001). 따라서 가설 2의 b는 기각되

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자면, 현실과 게임

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감 때문일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이용하는 강력한 동기로 현실에

서 불충족된 욕구나 감정을 게임을 통해 얻으려 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40,41]. 그에 따라 게임 이라는 환

경 속에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에서 기피하고자 

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만족감의 상승 보다는 

저하 되는 효과를 양산하였을 수 있다. 즉, 게임 이용

자들은 현실과 게임은 분리된 공간으로 치부하는 성

향이 있다는 것이다. 게임은 일종의 현실 기피를 위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효능감의 

현실 전이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의 결과를 보면, 교량적 사회자본(β =

.094, p < .05)과 결속적 사회자본(β = .120, p < .01)

모두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고독할 때보다 개인의 유대 관계가 확장될수록 

사람은 행복해 진다는 단순한 원리와 상통하는 결과

이다[7,9,10]. 더불어 게임은 상호간 협력과 정보력 

교환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

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란 개인들 

사이의 대인관계를 통한 자원이나 도움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46]. 게임은 특히 그 게임내에

서 미션 성취 과정 중의 행위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게임 커뮤니티 싸이트를 통한 상호 협력이나 정보력 

제공 등의 상호 혜택적 지지 관점의 정보력 교환이 

필요 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게임 미션의 성취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의 공

생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깊은 관계로 발전 될 수 있

기 때문에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이 동

시 확장되면서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을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 a, b 모두 성립되었다. 하지

만, 연령과 성별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 a, b는 모두 기각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과 유다이모닉 행복을 아우

르는 관점에 근거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자아 존중감,

게임 및 일상 효능감, 교량적 및 결속적 사회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해 욕구 충족 이론(Desire-Fulfillment Theory)

에서 제시한 삶의 만족과 행복에 높은 기여를 줄 수 

있다는 가상의 욕구적 상황(Hypothetical desire sit-

uation)을 게임 이라는 상황에 대입하며 궁극적으로

는 게임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력

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심리 영향 요인인 게임 이

용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게임 효능감은 게임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찬가지로 사회적 영향 요인인 게임 이용자들의 높은 

사회자본 역시 결속적 사회 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 

둘 다 삶의 만족을 상승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게임 연구에 적용된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존 연구

결과들과 상통하는 결과로서[16,17,18] 본 연구의 목

표에 부합하는 주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효능감 같은 경우 게임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감

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게

임 내에서 발생하는 효능감이 현실에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게임의 영향

력이 현실에까지 파동 되는지, 전혀 무관한지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41] 향후에는 게임 

장르별, 연령별로 세분화 하여 보다 정교한 영향력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령과 성별 부분에

서는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집단의 표본이 전 연령층을 모두 아우르며 적용되

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게임 연령층

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동종애의 원칙(Homophily Principle)에 따르면 유

사한 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함께 모여 집단을 형성하

여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추정한다[48]. 그에 

따라 취향이 비슷한 게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게임

을 즐기며, 다양한 사회심리적 영향력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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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작용하며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이르러 순기능의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게임은 행복한 삶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웰빙은 주관적 행복

(Subjective well-being)과 정신적 행복(Psycholog-

ical well-being)을 포괄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웰빙 관점에서 주

관적 행복감이란 헤도닉 관점의 접근법을 의미하며,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이 야기한 긍정의 감정 즉, 만

족감을 의미한다. 정신적 행복이란 유다이모닉 관점

과 유사한데, 삶에 대한 의미 추구와 발전 및 성취를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15].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 

및 정신적 행복감이 반영된 유다이모닉과 헤도닉 관

점을 정리해 보면, 헤도닉은 일종의 쾌락과 기쁨, 즐

거움과 동일시되는 개념이다. 유다이모닉은 개인에

게 내재된 내적 수준의 행복을 뜻하며 의미 있는 가

치 추구를 지향하고 자아실현 및 스스로의 발전에서 

오는 충족감에 대한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 한 결과, 게임은 이 두 가지 관점의 행복을 모두 

아우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웰빙 에도 긍정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현재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분화하며 생동하고 

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춰 선호하는 게임을 통해 사회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디

지털 레저 행위인 게임은 자극 만족과 쾌락, 즐거움

을 추구하는 헤도닉 행복과 내적 수준의 가치와 깨달

음을 포괄하는 유다이모닉 행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에 관한 인식은 기존에는 헤도닉적 콘텐츠로서

의 특성이 부각된 바 있으나 현재 게임의 장르는 문

화예술의 영역을 아우르며, 유다이모닉적 행복을 지

향하는 자아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향으

로 확장되고 있다.「The Night Journey」는 ‘초월적 

경험(Transcendent experience)을 통한 깨달음의 추

구’를 목표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어록

(語錄)에 기반하여 개발된 게임이다. 이 게임은 USC

대학의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이 게임을 이용한 개인들은 게임 진행을 통해 깨

달음과 자아 성찰을 위한 목표를 발견하였다고 응답 

하였다고 한다[4]. 이렇게 게임은 헤도닉 행복을 넘

어선 가치 실현의 유다이모닉 행복을 포괄하며 창조

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게임 이용자

들의 만족도를 증강시킬 수 있는 세부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55].

디지털적 행위 없이는 공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게임의 영향력은 사회적 변화를 파동하며 개인의 삶

의 질적 측면까지 괄목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그에 따라 사회심리적 영향 요인들이 게임 이용

자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정교히 검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

족도에 관한 영향력 검증을 통해 게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며, 향 후 진행될 보다 정교한 사회

심리적 효과 연구를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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