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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은 인간 삶의 고유 영역이자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일반 통념상 사회성 부

족이 게임 이용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본 문헌 고찰에서는 비디오 게임 중 온라인 비디

오 게임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분석했다. 해당 분야에는 현재 온라인 게임 

안의 관계가 실제 관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 직접적으로 사회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학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결과

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이용과 심리특성 및 사회적 역량을 측정

한 대규모 설문 조사에서도 게임 이용과 사회성 저하 간의 뚜렷한 관계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본 문

헌 고찰 연구를 통해 온라인 게임 플레이가 사회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과 관련 연

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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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 3월, 한 국내 언론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 소식을 전하

면서 ‘나는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에 현혹되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용의자의 

말을 ‘총 싸움 게임 ‘포트나이트’로 살인훈련을 했다’고 오역하여 보도했다(김상훈, 2019). 명백한 

오보였음에도 다른 많은 언론에서 게임이 테러의 원인이었다는 기사를 올렸다(이기철, 2019).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오보 행태의 근저에는 게임이 폭력성을 일으키고 사회부적응의 원인

이라는 강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박병진, 2019).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언론 보도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나타나고, 

게임이 사회성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윤태진, 2019, pp. 3-4).

사회성은 인간 삶의 고유 영역이자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일반 통

념상 사회성 부족이 게임 플레이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게임과 사회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게임 

내 네트워킹 요소를 갖춘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매체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

의 심리특성을 측정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에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문헌 고찰에서는 일반

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성’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 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의 연관성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과 극복 방

안을 논의하였다.

조사 개요

본 문헌고찰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게임의 종류를 ‘게임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성의 특질을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으로 

제한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을 비디오 게임1) 전체로 확장할 경우 지

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혼재된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대상을 온라인 게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연령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PC 게임 이용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 ‘온라인에 접속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응답 비율이 68.2%에 달

1) 디지털 기반의 게임이 처음에 TV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생긴 용어, 영어권에서는 디지털 기반 

게임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디오게임은 온라인/오프라인 컴퓨터, 아케이

드, 콘솔 게임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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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4-50대에서는 50%대에 그친 반면, 10-30대 응답자의 경우 70%를 

웃도는 비율로 타인과 함께 플레이한다고 답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pp. 52). 모바일 게임

의 경우에는 같은 형태의 질문이 없었으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이유’에서 게임 내 상호작용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지인이나 친구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라는 응답이 전체의 9.9퍼센트를 차지

하였는데, 10대의 경우 20.2%, 20대의 경우 11.8%가 이 항목을 1, 2위로 선택했고, ‘게임친구와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6.4퍼센트인데 반해, 10대의 경우 12.6%에 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pp. 106-107). 이는 청소년과 젊은 연령에서 타인과 함께 하는 플레이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게임을 즐기는 주요한 동기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중요한 문제

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헌 검색은 Science Direct와 SCOPUS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sociability” 또는 

“social competence”와 “video game”을 동시에 포함하도록 지정하여 문헌을 검색한 결과 Science 

Direct와 SCOPUS에서 각각 314개와 81개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된 문헌과 초록을 

볼 수 없는 문헌, 그리고 게임 이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했을 때 131개의 문

헌이 남았다. 이 중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사용자의 사회적 역량을 비롯하여 사회

적 자본과 사회 정서, 우정 등 유사한 개념을 다룬 문헌 등 39개[Appendix 참조]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론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및 행동적 기술로 구성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관점을 취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의 변화에 그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역량은 타인들과

의 미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기초로

서(Semrud-Clikeman, 2007), 우리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의미에 가장 근접

한다.

1920년 Thorndike2)가 지능의 세 가지 타입 중 하나로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 혹은 사회

2) Thorndike의 다요인설-지능에 일반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수한 특수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

  - 기계적 지능 : 손이나 손가락을 통하여 기계적 조작을 하는 능력

  - 사회적 지능 :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능력

  - 추상적 지능 : 언어 및 추상적 관념에 관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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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social competence)을 제안한(Thorndike, 1920) 이후, 사회적 역량은 또래집단에서의 영향력

이나 상황 속에서의 문제해결능력과 전략 등으로 해석되었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연구는 

아동의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연령, 성별, 상황에 따라 아동

의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기초 개념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Frank Gresham은 사회적 역량을 

3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적응력 있는 행동(adaptive behavior),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그리고 또래 수용(peer acceptance)이었다(Gresham & Reschly, 1987). 2000년대에 들어 사회적 

역량은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적 역량의 핵심요소는 언어능력과 정서 교

감능력이다. 특히 대화를 나누는 행동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점에서 언어능력을 가장 중

요한 요소로 꼽았다. 정서 교감능력은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해 정서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추가로 관련되는 요소는 학

습 능력, 타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능력,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 등

이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는 집행기능, 작업기억,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이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이다(Semrud-Clikeman, 2007).

사회적 역량은 대개 척도를 이용한 설문으로 조사한다(Schoon, 2009). 주로 Big Five inventory 

(McCrae & Costa Jr., 2004)와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1986),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Davis, 1983), Social Skills Rating System(Gresham & Elliott, 1990), The social skills inventory(Riggio, 

2005) 등에서 두 가지 이상의 척도를 이용한다. 척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기개념과 정

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의 상태 또는 의견을 정확

히 표현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용자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주요 쟁점

온라인 게임이 사회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관점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의 등장과 보급으로 사람들간 소통과 관계 맺음이 단절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설명하려는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사회적 대체 가설(social displacement hypothesis)

과 사회적 보완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이다. 사회적 대체는 특정 매체, 특히 TV로 인

해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간이 대체되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3),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웰빙이 저하되는 것을 뜻한다(금희조, 2014). 그리고 

보완이란 사람들이 한 영역에서 자존감이 위협받으면 종종 이와 관련 없는 영역의 가치를 증대

3) 사회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구성원들간 상호작용과 신뢰관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한다. 

넓고 얕은 관계를 의미하는 브리징(bridging)과 깊은 지지적 관계를 의미하는 본딩(bonding)으로 나누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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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그들의 총체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사회적 보완은 어떤 형태의 관계 맺음에 어

려움을 겪을 때 다른 형태의 활동에 집중하여 어려움을 보완한다는 가설이다(남기덕 외, 2017, 

pp. 225).

위의 두 가설에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 사회성을 대입하여, 온라인 게임 안에서 맺는 관계가 

‘실제 세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대체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거나(Cole & Griffiths, 2007; 

Hussain & Griffiths, 2009), ‘실제 세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에게 온라

인의 피상적인 관계가 보완책으로 작용해 부적응을 심화시킨다는(Schiano, Nardi, Debeauvais, 

Ducheneaut, & Yee, 2014; Caplan, Williams, & Yee, 2009) 주장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

제로 온라인 게임의 사용 시간 및 빈도와 대인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이 

많은(주당 30시간 이상) 그룹이 사용 시간이 적은(주당 0-7시간) 그룹에 비해 오프라인에서의 상

호적인 대인관계가 빈약하고(Lo, Wang, & Fang, 2005), 온라인 비디오게임 사용의 빈도가 높을수

록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질이 떨어진다는(Shen & Williams, 2011) 결

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게임 이용의 동기를 통제할 경우 게임 이용자가 사회적인 동기(이를테

면, 게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로 게임을 이용할 경우에는 게임 사용과 가족간 의

사소통의 질 사이에 부적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Shen & Williams, 2011) 점에서 게임 안에서

의 관계가 오프라인 관계를 대체하고 쇠퇴시킨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온라인 게임이 사회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사회적 대체 가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일방적인 전통 매스 미디어와 상호

작용적인 디지털 미디어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경우, 이용 시

간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

다는 것이다(Williams, 2006a; Kowert & Oldmeadow, 2015). 대신, 이들은 테크놀로지가 기존 인간관

계를 더 촉진하고 질을 높여 심리사회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자극 가설(stimulation 

hypothesis)관점을 제시한다. Valkenburg 등은 네덜란드 청소년 1,21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온라

인 조사를 통해 인터넷 채팅과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등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용이 자극 

가설을 지지하고 대체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밝혔다(Valkenburg & Peter, 2007). 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통 기능이 있는 디지털 미디어는 오프라인에 비해 조금 더 쉽게 친밀한 자기 

공개를 촉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Suler, 2004), 친밀한 자기 공개는 취향, 배려 및 신뢰의 

중요한 예측 자이기 때문에(Collins & Miller, 1994),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강화된 친밀한 자기 공개

는 청소년의 우정의 질을 잠재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뿐 아

니라 인터넷 채팅, 소셜 미디어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인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

계가 오프라인 관계(미디어 사용이 사회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입장에서 ‘실제 세계의 의미 있

는 관계’로 묘사하는)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기존의 관념에 대항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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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게임은 같은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유쾌한 분위기의 사회적 공

간을 제공하는데, 이곳에 모인 플레이어들은 게임 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강화

하는 한편 게임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자체가 게임 플레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도 한다는 점에서(Cole & Griffiths, 2007; Williams, 2006b; Kowert & Oldmeadow, 2013) 이용자들간 

연결성 및 강한 유대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심리학과 인지과학 등 실증 연구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이 직접적으로 사회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학습의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MMORPG4)와 같은 온라인 세계

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경험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게임 사

용자와의 협업을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플레이를 통해 소그룹 관리 방법, 사람들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들과의 

사교적인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방법 등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는 연구(Ducheneaut & Moore, 

2005)와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사회 참여 방식으로 인정했을 때, 온라인 게임 공간은 직장과 가

정 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위한 새로운 “제3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다양한 세계관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Steinkuehler & Williams, 2006; Ducheneaut, 

Moore, & Nickell, 2007)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로 e-스포츠 동호회에서 한 개 이상의 클랜5)에 

소속되어 있는 게임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게임 사용 패턴과 게임 안에서의 사회적 자본 그

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클랜 멤버들간의 온-오프라인 

접촉이 게임 안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돕고, 사회적 자본이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오프라인

에서의 사회적 지지 경험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들간 접촉을 요소

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접촉 그 자체보다는 게임 관리자로서 클랜원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 경험의 가장 큰 예측자로 작용했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협업을 도모

하는 경험이 오프라인 관계의 질적인 향상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Trepte, Reinecke, & Juechems, 2012).

특정 연령대의 온라인 게임 사용과 사회-정서적 영향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

한다. World of Warcraft를 즐기는 청소년들은 의사소통 파트너가 더 다양했고 사회적 역량이 증

가했으며, 외로움이 감소하였는데(Visser, Antheunis, & Schouten, 2013) 이러한 효과를 강화하는 조

4)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온라인 대규모 접속 환경에서 각자가 이야기 

속의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으로 온라인 RPG는 대규모 공성전, 파티 플레이 등 유

저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5) 클랜(clan)은 온라인 게임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이 전제되는 게임 내 소모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길드(guild)와 혼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클랜

은 길드 보다 범위가 좁은 소수가 모이는 것으로 인식되며 길드가 롤플레잉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용

어인 반면 클랜은 일인칭 슈팅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서 두루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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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는 이미 친숙한 친구들과의 플레이, 길드 멤버십의 형성, 그리고 VoIP6) 서비스의 제공 등

이 제시되었다(Martončik & Lokša, 2016) . 노인의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안에서 관계를 맺는 행

위 자체가 정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World of Warcraft를 이용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게임 안에서의 관계맺음을 즐기는 태도는 노인들의 사회적 자

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노인들의 사회-정서적 웰빙 또한 관계맺음을 즐기는 정도와 길드 

플레이의 질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온라인으로 맺어진 친구들이 실제 삶으로 통합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관찰되었다

(Zhang & Kaufman, 2015; Zhang & Kaufman, 2017).

대규모 설문과 종적 연구에서 드러난 사회적 역량과 온라인 게임 이용의 상관관계

2010년대에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사를 통해 게임이 인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비디오 게임 참

여와 사회적 기술 척도(Gresham & Elliott, 1990)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는 총 6개의 

하위 척도 중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정서적 표현

력과 정서적 조절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회적 표현력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

다. 그 외 정서적 민감성과,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사회적 조절능력에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미이용자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정도에 비례

하여 나타났고, 오프라인 게임과 온라인 게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Kowert & Oldmeadow, 

2013). 이 연구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관계에 미숙하고 사회적 조절 능력이 떨

어진다는 믿음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게임 사용이 시간에 따라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요인들간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종단연구도 몇몇 그룹에서 시행되었는데, 병적인 게임 이용과 정서, 사회

성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드러난 결과와 온라인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은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꾸준히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543명의 네덜란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된 연구(Lemmens, Valkenburg, & Peter, 2011)에서는 낮은 사회적 역량과 자존감, 높은 수준

의 외로움이 병적인 게임 이용의 중요한 예측 인자인 동시에 외로움이 병적인 게임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범위를 넓혀7) 조사된 진행된 독일의 연구(Kowert, 

Vogelgesang, Festl, & Quandt, 2015)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노출 또는 장기간의 참여가 

이용자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

한 근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 집단이 게임을 하지 않는 집단

6)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음성통화

7)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2년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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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용이 정

신건강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우려되는 것은 과장된 믿음이라고 결론 내리며, 네덜란드의 선행연

구는 온라인 게임 인구 전체에 해당되기보다는 병적인 게임이용의 하위 집단에 국한된 것으로, 

온라인 게임 인구가 많은데 비해 병적인 게임 이용자의 유병률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Przybylski, 

Weinstein, & Nurayama, 2017; Festl, Scharkow, & Quandt, 2013), 일반적인 게임 이용과 병적인 게임 

이용은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게임 로그 분석 연구의 사례

많은 온라인 게임 연구는 게임 플레이의 빈도나 할애 시간과 심리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지만, 플레이의 양상, 맥락(솔로플레이, 팀플레이)을 고려하면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Williams, 

2018). 이러한 불일치를 줄이려는 연구자는 보통 게임 플레이에 대한 설문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변수를 정교하게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게임 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행동데

이터를 직접 관찰하는 연구도 소수 존재한다.

World of Warcraft 서버에서 129,327개 캐릭터의 게임 로그를 분석한 연구에서, 게임 안에서 이

용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룹 플레이가 일어나는 시간은 30-35%에 그쳤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길드에 소속되어 있지만 길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비율은 10%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양적으로는 솔로 플레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World of Warcraft는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과는 다른 느슨

한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따로 같이” 플레이를 즐겼으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Ducheneaut, Yee, Nickell, & Moore, 2006). MMOG8)게임인 EverQuest II의 로그를 분

석한 연구에서도 World of Warcraft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의 솔로 플레

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n, 2014).

드물지만 게임 사용자의 행동 로그와 오프라인의 상황을 직접 비교한 연구도 존재한다. 

MOBA9) 장르의 가장 인기 있는 League of Legends에서 17,995명의 로그 데이터와 사용자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멀티 모달 연결10)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이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사회적 브리징 및 본딩 자본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Meng, Williams, & Shen, 

8) MMO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s,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 MMORPG를 포함한다.

9) MOBA: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온라인 환경에서 다대다 전투가 이루어지는 게임.

10) 플레이어간 상호 작용에 사용되는 통신 채널. 게임 안에서의 문자 채팅, 음성 채팅, 화상 연결, 그리고 

게임 밖에서의 채팅,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의 통신 채널 중 몇 가지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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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또한 중국의 인기 MMOG인 Chevaliers’ Romance III 게임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사회 활동에 

대한 대규모설문을 진행하고 설문조사 이전 시점 4개월 간의 게임서버 행동 데이터를 받아, 자

기보고와 서버 로그가 모두 확보된 829명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게임에서의 관계 지향적 

행동은 자발적 조직에서 플레이어의 리더십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업무 지향적 행동은 자발적 

조직의 오프라인 리더십 상태와는 약간 관련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Lu, Shen, & 

Williams, 2014).

게임 로그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게임 특성과 이용자들의 패턴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데이터에 접근이 어렵고 특정 게임의 맥락에 의존하여 일반

화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게임의 영향을 이야기할 때 각 게임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정교한 분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게임과 그렇지 못한 게임이 각각 어떤 요소로 인해 다

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데도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Williams, 2018).

결론 및 제언

본 문헌 고찰에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사회성에 대한 쟁점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사회

적 역량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심리특성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에

서 온라인 게임 이용이 사회성 저하의 원인이라는 기존의 신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Williams, 2006b; Kowert & Oldmeadow, 2013; Ducheneaut & Moore, 2005; Trepte, Reinecke, & 

Juechems, 2012; Visser, Antheunis, & Schouten, 2013; Martončik & Lokša, 2016; Zhang & Kaufman, 

2015; Zhang & Kaufman, 2017; Kowert, Vogelgesang, Festl, & Quandt, 2015). 그러나 연구들 간 조

사 대상이나 척도, 온라인 공간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역량이 지칭하는 범위, 온라인에서 맺는 

관계에 대한 시각 등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이 일관되게 통제되지 않아 게임 이용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이해하여 보완하고 확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 방법의 문제

첫째, 개인의 사회성 및 심리특성을 조사할 때 자기 보고(self-reporting) 설문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본인이 응답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Przybyl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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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nstein은 특히 게임에 관한 연구에서 설문에만 의존할 때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자가 설문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게임 콘텐츠 또는 게임 이용에 대

한 편향을 가지고 있거나,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계산 방법을 동원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응답자 수준에서는 젊은 성인들의 자기보고에 장난스러운 반응이 섞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14세-15세 영국 청소년 1004명과 그들의 보호자 1004명을 대

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최근의 게임 경험을 묻고, 보호자들에게는 최근 한달간 청소년들

의 공격적인 행동을 평가하도록 한 대규모 조사연구를 시행했다. 게임 사용자의 공격성에 대해 

보호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한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EU와 US의 official rate를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보고의 불확실성과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조사 

결과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했다(Przybylski & Weinstein, 2019). 설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 

외에도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게임 로그를 직접 분석하는 방식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MMORPG를 플레이하는 것이 사회적인 활동인지 반사회적인 활동인지 논쟁하기에 앞서, 이러한 

형태의 분석은 연구자들에게나 개발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ucheneaut, Yee, Nickell, & Moore, 2006; Shen, 2014; Meng, Williams, & Shen, 2015; Lu, Shen, & 

Williams, 2014)

일반화의 문제

두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게임 관련 연구가 개별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특성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범주를 한데 묶어 연구를 진행한다(윤태진, 2019, pp. 115; 

Skoric & Kwan, 2011). 따라서 본 문헌고찰은 온라인으로 타인과 연결된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게

임에 한정하여 조사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대상 게임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게임

으로 인한 영향 또한 다양하여(Quandt & Kowert, 2015) 결국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게임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대

상 게임의 특성을 명시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일반화의 문제는 게임 장르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도 발

생한다. 게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정도나 게임을 이용하는 패턴과 몰입도, 게임 

이용 동기에 따라 게임 플레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데(Shen, & Williams, 2011; 

Williams, 2006b; Williams, 2018), 온라인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주요 동기가 되고 그룹 플레이

를 즐길수록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역량이나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Visser, Antheunis, 

& Schouten, 2013; Martončik & Lokša, 2016; Zhang & Kaufman, 2015; Zhang & Kaufm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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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dt & Kowert, 2015; Skoric & Kwan, 2011; 정겨운, 정호진, 이인혜, 2018; Hainey, Connolly, 

Stansfield, & Boyle, 2011). 특히 우리 사회에서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게임 안에서의 상호작

용이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pp. 52; pp. 106-107) 이러한 차이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규모 조사에서는 편의상 조사 대상을 게임 이용자와 

비 이용자로 양분하거나 성별이나 연령 등 역학적으로 구분, 혹은 게임사용 시간의 많고 적음으

로 단순하게 그룹을 나누는 방식의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는 게임 안에서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사용 동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

소를 놓치기 쉽다. 또한 특정 게임 이용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개입 연구라 하더라도 제시된 

게임이 실험 대상에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을 일상적인 맥락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데

는 무리가 있다. 실험 대상자와 게임의 상호작용이 실험실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찰 연구나 개입 연구 모두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디자인으로 

게임 효과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해석할 때 지나친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

(Przybylski, Weinstein, & Nurayama, 2017; Quandt & Kowert, 2015).

연구 설계의 문제

셋째로 게임 플레이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역량이 영향을 받는가, 개인의 심리특성이 게임플

레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언하기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상 관찰에서 그

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게임의 장기간 이용을 전제하는 대규모 연구에서는 게임 경험이 있

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성을 비교하여 게임 사용자와 게임 비사용자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

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게임 이용 정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기질적 성향 또는 환경에 따라 게임 패턴이 정해지는 것인지가 대체로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러

한 연구 결과를 언론이 인용할 때, 게임 플레이가 단순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식의 기술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윤태진, 2019, pp. 3-4).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정해진 패널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가 일부 시행되었지만, 해당 연구

자들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조사하고 이를 비교할 필요11)가 있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기술 또는 정서적인 건강을 측정하면서 당사자의 심리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된 척도의 설

문으로 조사해 분석하기 때문에 요인들간 인과관계 도출에 있어 일부 패턴이 감지되지 않을 가

능성 등의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Lemmens, Valkenburg, & Peter, 2011; Kowert, Vogelgesang, 

Festl, & Quandt, 2015). 인과관계의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 게임을 시

킨 후 전후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설정하는 등의 개입연구(Jerabeck & Ferguson, 

11) 특히 종단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패널을 모집하거나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한 

국가 또는 동일 문화권에 국한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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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일부 기능성 게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시행되지 않

는다. 게임 사용과 사용자 특성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횡단 연구와 종단연구가 다양

하게 시행되고 그 결과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연구

자는 연구의 한계를 명시하고 혹시 잘못된 인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 부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게임 

이용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울 때 온라인 게임 공간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사회적 기

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게임 

특이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연구를 설계하기 어렵다(Williams, 2018; Quandt & 

Kowert, 2015).

온라인 게임과 사회성에 대한 연구의 또다른 필요성 - 게임 개발의 관점에서

Dmitri Williams(2018)에 따르면, 게임의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게임 개발자들로 하여금 게임 안에 안전한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을 만든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재미있는 공간 

구현을 지향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과몰입이나 외로움, 심지어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부정

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게임 개발자를 ‘동물에 대해 전혀 배운 적 없

는 동물원 관리자’에 비유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플레이하는 공간을 창조하고 그들의 플

레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지만, 사회심리학에 기반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LambdaMOO공간에서 벌어졌던 Mr. Bungle의 사이버 강간 사건 (고

인석, 2008)12)과 2005년 Blizzard Entertainment의 World of warcraft에서 벌어졌던 Corrupted Blood 

incident(일명 오염된 피 디버프 사건)13)을 들 수 있다. 해당 사례들은 온라인 게임 속 공간이 실

12) 텍스트 기반 MUD(multi user dungeon)게임이던 LambdaMOO에서 1993년 3월에 일어났던 사이버 강간 사

건. LambdaMOO는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자유도가 높은 멀티플레이 가상공간이었다. Mr. Bungle 로 알

려진 게임 유저가 람다무의 한 거실에서 다른 캐릭터에게 강간을 저지른 사건으로, 커뮤니티의 공분을 

사고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 역사상 최초로 가상 세계에서의 인간 행동의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다(고인석, 2008).

1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북미 서버에서 일어났던 거대 전염병 사건. 특정 던전 안에서만 작동하는 디버

프가 시스템의 사소한 오류와 오류를 인지한 유저들의 장난으로 던전 밖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사건이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치유도 불가능한 이 질병에 대해 200만 플레이어들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거나 일부러 병을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실제 세계에서의 행동들과 비

슷하게 나타났다. 결국 이 문제는 블리자드사의 서버 리셋과 패치로 마무리되었다. 중요한 것은 대다

수 플레이어들은 이 질병이 자신의 안위에 실제적인 큰 위험을 끼치는 것처럼 반응했다는 점이다. 결

국 이 일화는 인간이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행동에 대한 역학 연구대상이 되었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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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사회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과 

규칙 안에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영향은 알 수 없다’며 방관하기보다는 게이머이자 연구자,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게임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에 대해 정직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 공간은 이미 이 사회 안에서 강력

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Williams, 2018).

맺는 말

온라인에서 맺는 관계는 소수 이용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과 현실에서 의사소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

인 게임을 이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상황에서 게임 안에서의 상

호작용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연구 대상, 즉 온라인 게임과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

한 연구와 해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의 영향에 대한 올바른 공

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게임의 개발 및 평가단계에서 가이드라인으

로 활용하여 대중이 즐기는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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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Major Issues on Research

for Online Video Game Use and Sociability

Min Jung Shin Kyoung Min Lee Je-Kwang Ryu

          Dongguk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Sociability is an inherent part of human life and also possesses an important value as a comprehensive 

ability. While the lack of sociabil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representative problem of game use in 

general, this paper analyzed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video games and social competence. 

In this field, the view that the relationship in the online game may replace or complement the actual 

relationship and will potentially hinder the development of sociability currently faces a conflict with the 

opinion that online video games may not directly have a negative effect on sociability but rather result in 

a positive outcome by providing a social learning space. In a large scale survey that measured the use of 

online gam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ompetence, no distinct relationship between game use 

and degradation of sociability was observed. Based on this analysis, we suggest that efforts are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stereotype that online game play may cause a decline in sociability and to improve 

the validity of related research.

Key words : social competence, online video game, social displacement hypothesis, 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 

stimulation hypothesis, interactive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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