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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온라인 게임 역량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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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체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 또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긍정적인 역량이 함양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때,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등급화 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한다. 또한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게임 개발 업체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 역량지수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주제어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역량지수, 정책 제안, 게임역량, 게임역량지수
Abstract  Human resources required in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those who not only learn 
about knowledge and information but also apply those acquired sources to creatively trouble-shoot issues 
through independent or cooperative relationship.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from use 
of on-line game by youth as youth may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the competence required by present and 
futur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Moreover, this study is to propose that positive competence may 
be acquired through on-line game and that the systematic device is required to show the classification of 
competence from game under characteristics of users. For upright settlement of gaming culture, gam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re required to cooperate activel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s of studies of development of youth on-line game competence Quotient to grant upright 
gaming culture and youth on-line game competence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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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는 과거 20세기 포드주의시대, 대량생산의 시

대, 굴뚝경제시대와달리지식정보화사회이다. 이 사회

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상품, 소프트웨어 등이 생산되

고 팔리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는 두뇌 파워가 신체파워를 대체하고, 기

계의 힘을 소프트웨어가 대체하는 시대이다[1]. 이처럼

산업사회에서무형의지식, 감성, 상상력, 창의력등다양

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

어진행되고있다. 또한, 변화된인재상에대한사회적요

구에 의해 최근 교육개혁을 이끄는 가치와 ‘역량’ 또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교육환경이변해야한다는논의들

이 제기되고 있다[2].

온라인 게임 사업은 문화수준과 기술력이 집약된 사

업이며,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과 기술력을 나타내는 척

도로인식될만큼 21세기문화산업중그중요성이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은 또 하나의 문

화콘텐츠 사업으로 그 발전 속도와 규모가 급속히 발전

해 나가는 신 성장 산업이 되었다.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

은 이상, 부정적 영향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의 사용

을무조건막는것은더큰부작용을일으킬수있다. 사

실 온라인 게임은 현 시대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부상

하였으며, 디지털시대를대표하는예술형식으로서, 미학

적, 형식적, 기능적인 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목할만한미디어로평가받고있다[3,4]. 특히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 여가활동의 주요

수단이며 청소년 일상문화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은사람들에게사고, 정서, 생활방식에다

양한 영향을 끼친다[5].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관은 청소

년기에 획득되고 이것은 이후의 생애 동안 지속된다고

볼 때[6], 온라인 게임의 가상사회에서 부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청소년세대의삶은기성세대와는다른독특한

문화적 속성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게임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7].

게임의 순기능만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과 게임의 재

미를 결합하여 이를 활용해 교육, 의료, 과학, 국방 등의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기능성게임역시게임의긍정적인측면을극대화한것이

라고볼수있다. 기능성게임은게임적요소에서발현되

는 재미와 특별한 목적을 부가하여 제작한 게임이다. 기

능성 게임은 플레이어의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재미를 발현(發現)시켜, 심각한 학습내용이나 업무를 창

의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취지다. 청소

년들이쉽게접하는온라인게임, SNG게임내에서도청

소년들에게 유익한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8,9].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5월 29일 까지 23일간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경

험 및 역량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의 핵심은

게임사용자가게임이용시인지하고있는 21세기의핵

심역량 11가지 요소중어떠한역량이강화될수있는지

에 대한 연구이다. 설문을 통해 참여자가 인식하는 온라

인 게임의 강점과 역량을 밝히는데 있다.

이에본연구를통하여온라인게임이용으로인해긍

정적인 역량이 함양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때,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핵심역량이무엇인지등급화하여표시하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게임 개발 업체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

하여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위하여온라인게임역량지수의필요성을제안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게임
온라인게임은인터넷이나무선네트워크에접속하여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게임 하는 것을 말한

다. 즉, 인터넷환경에서플레이가가능한게임을온라인

게임이라 말한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바람의 나라, 리니

지, 아이온과 같은 다수의 게임으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

서 PC로 즐기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네트워크플레이가가능한스마트폰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게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

럼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게임 사업도 변

화가일어나고있다. 그에따라온라인게임의경계가점

차모호해지고있다[10]. 콘솔게임(Console game)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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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플레이를지원하고있으며대다수의스마트폰게임

역시 경쟁 시스템 혹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2.2 청소년과 게임문화
청소년들은온라인게임에직접적으로참여하여게임

속가상공간에서다른게임이용자들과능동적으로상호

작용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텔레비전 시청과 많은 차

이가 있다[11,12].

1990년대 초반의 대부분의 게임은 컴퓨터와 사람이

하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으

로인하여사람과사람이온라인게임공간을통해서소

통하며 게임을 즐기는 상황으로 변화 하였다. 이처럼 온

라인게임공간에서사람과사람이상호작용하면서게임

을 즐기게 된 최초의 상호작용 게임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이다.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길드’

가 생성되고 ‘스타크래프트’를 배우기 위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등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게임을 매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3].

청소년들에게게임은입시위주의교육에서비롯된학

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

히,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다양한 스마트폰용 게임

의 개발되어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조사에따르면, 청소년들의하루평균게임이

용시간은주중 55분이었고주말이나공휴일등학교가지

않는날의경우 98분으로나타났다[14]. 따라서청소년의

온라인게임사용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이들이실제로

공부보다게임을더많이했기때문에생겨난것은아니

다. 한국의 현실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와 시험을 앞

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잠식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5].

온라인 게임에서의 경험과 사회적 효능감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온라인 게임 이용 빈도에 따라

게임 경험에 따라 사회적 효능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게임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록 게임 경험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도 높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9]. 즉, 온라인 게임에서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하거나긍정적인성공경험또는칭찬을많이경험할수록

이용자의 사회적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토대

로, 컴퓨터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이나다른놀이문화가부족한이용자들에게긍정적

인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지식 정보화 사회와 역량
지식정보 사회란 정보기반의 지식사회라고 할 수 있

으며, 정보를 ‘전달’, ‘가공’, ‘저장’하는 기술기반 위에서

지식의 정보화가 중요한 사회라고 정의된다[16]. 지식정

보사회에서는과거의자본과노동의관계와는근본적으

로 다르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배

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다른 어떤 재화

(財貨)보다도 중요한가치를가지게되며①지식과 정보

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 ②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지식과 정보의 수명단축, ③이용자의 정보요구 세분

화, ④지식과정보의능동적이해, ⑤지식과정보를표현

하는 매체의 형태도 다양하게 되었다[17].

21세기 핵심역량은 크게 기초문해력, 핵심능력, 시민

의식, 직업특수능력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초문해력은 3R로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

기(Arithmetic)의 학습과 이를 통해 육성되는 주요 능력

의 신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둘

째, 핵심능력은 전체 학습단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추출

되는 핵심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의식은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태도 요

인을의미한다. 이에도덕성, 질서의식, 책임감등의사회

적 자본은 개인의 인적 자본을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특수능력은 특정 직

업이나 직종에서 요구되는 특수직무능력으로 특정한 직

업을수행하는데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요인을포함

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한다[18].

지식기반사회의 등장과 함께 과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사회·문화·경제적규범, 환경안에서역량이라는단

어는새롭게다가오고있다. 영국에서는 ‘핵심기술’로, 호

주, 뉴질랜드에서는 ‘핵심역량’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반기술’, 독일에서는 ‘핵심자질’ 등과같이다양한용어

를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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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 게임 등급 제도
게임 등급분류 대상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게임법) 제2조 제1호와제21조에규정되어있는바

와같이 “컴퓨터프로그램등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

를이용하여오락, 여가선용, 학습및운동효과등을높일

수있도록제작된영상물또는그영상물과관계된기기

및장치”는모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 등급분류의 기본원칙은 콘텐츠 중심성(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맥락

성(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보편성(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국제적통용

성범세계적인일반성을갖도록등급을결정), 일관성(동

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

급결정)의 기준으로 등급분류심의를 한다[20].

등급구분으로는 6가지로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

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시험용, 공익 목적으로 구분

되며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약물, 언어, 사행성의세부

기준을 가지고 등급분류를 한다.

이처럼 현재 게임 등급은 게임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유해(有害)성 의 정도에 따라 제시된 5가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때 게임의 등급을 유해한 기

준으로만분류하는것은게임을이용하는이용자뿐만아

니라비이용자에게도게임자체가유해한것이라는편견

을심어줄수밖에없다. 게임 등급분류시게임내긍정

적인요소를포함한기준을설정하여등급을분류한다면

게임을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교육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학부모 및 관련 기관에서 게임을 통해

얻을수있는역량에대한판단기준을객관적으로고려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 생각

과행동에변화를겪고있다. 게임을통해자신감이생기

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학습의욕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성적이향상되는현상이나타나기도한다[21,22]. 또

한, 학습[23], 공간능력[24], 창의적 사고[25], 리더십[26,

27] 등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온라인게임은놀이문화

가응축된양상으로서사람들에게재미와놀이를선사하

고사람들의여가시간을즐길수있는또다른문화적수

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해소하고현실에서충족되지못한사회적욕

구나 자존의 욕구를 게임을 통해 풀기도 한다[28]. 또한,

다양한네트워크를이용한온라인멀티플레이어기능으로

인해 학습 분야와 관련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29].

지(Gee)는 디지털 게임이새로운 형식의 삶의 도구이

며어린이, 청소년이용자들이게임을통해얻을수있는

학습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이러

한요구를반영한게임연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30].

김영희(1993)는 온라인 게임이 개인적 차원에서 혁신

적인 사고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며[30], 임송미

(2000)는 수리 능력등의 인지발달을도와준다고밝혔다

[31]. 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과 창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은 공간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32].

온라인게임을통한지식기반의핵심역량의필수요소

인창의성과협력, 소통을위한공동체의식의관계에대

해게임과정에서상황에따라서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목표에대한성과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뿐아니라상

황에 대한 아이디어의 개발 즉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33]. 특히 게임의 기능성 중 인적 인프

라 능력을 향상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창조능력의 향

상과추리, 언어, 수리등의학습능력은창의성에많은영

향을 미치며, 게임의 기능성 중 대인관계 형성과 소속감

및물리적, 정신적차원의예방은공동체의식에많은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게임

이학습과혁신역량과의관계는물론생애및경력개발

역량인 사회성 또한 증진시키는 결과를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온라인 게임 경험 인식조사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5월 29일 까지 23일간 ‘온

라인 게임 이용자의 경험 및 역량 인식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연구의참여자들은게임경험이있는전연령대로

구성되었다. 설문진행은문자, 전자우편, SNS 등 인터넷

을활용하여온라인설문을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객관

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성별,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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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참여자의 소속, 참여자가 선호하는 게임, 참여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참여자가 인식하는 온라인 게임

의강점에대하여설문지를구성하고설문을실시하였다.

또한, 게임을통하여얻을수있는역량에대하여참여자

들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어떠한 게임적인 요소가 역량에 도움

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조사된 11가지 핵심역량을

근거로하여온라인게임을통해얻을수있는역량요소

를 11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인식조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이 11가지역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하였으

며 역량 요소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 인

식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 내용 
참여자들총 322명을대상으로복수의응답을받은결

과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게임의 가

장큰강점요소는소통및협업능력인것으로나타났으

며 전체 중 총 50%의 비율로 나타나 전체 선택 빈도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

고). 다음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게임

의강점요소는창의및혁신능력인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중총 39.44%의비율로나타났고비판적사고및문

제해결능력 31.68%, 사회성및다문화성 32.92%, 유연성

및적응성 31.37%의선택빈도가나타났다. 주로 소통및

협업, 사회성등사회적특성을가진요소가높은비율로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의

요소도 30%가 넘는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성별에따라온라인게임을통해얻을수있는강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Table 2> 참

고). 온라인 게임을통해얻을수있는강점요소에대하

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소통

및협업능력, 창의및혁신능력, 비판적사고및문제해

결 능력, 사회성 및 다문화성, 유연성 및 적응성, 성과창

출 및 책임감, 리더십 및 책무성, 정보 문해력과 진취성

및 자기주도성, 미디어 문해력, ICT 문해력의 순서로 강

점 요소가 나타났다.

Online game capability F(n) R(%)
Creativity & Innovation 127 39.44
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102 31.68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161 50.0
Information Literacy 63 19.57
Media Literacy 57 17.7
ICT Literacy 34 10.56
Flexibility &Adaptability 101 31.37
Initiative & Self-direction 62 19.25
Social & Cross-cultural skills 106 32.92
Productivity & Responsibility 78 24.22
Leadership & Accountability 62 19.25
*Multiple responses

<Table 1> Advantages of online games

<Table 2> Advantages of online games by genders 
of users 

N=322(M205, F117) N(%) 
Online game capability M F Total

Creativity & Innovation 89(43.4) 38(32.5) 127(75.9)
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70(34.1) 32(27.4) 102(61.5)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106(51.7) 55(47.0) 161(98.7)
Information Literacy 44(21.5) 19(16.2) 63(37.7)
Media Literacy 35(17.1) 22(18.8) 57(35.9)
ICT Literacy 25(12.2) 9(7.7) 34(19.9)
Flexibility &Adaptability 59(28.8) 42(35.9) 101(64.7)
Initiative & Self-direction 44(21.5) 18(15.4) 62(36.8)
Social & Cross-cultural skills 69(33.7) 37(31.6) 106(65.3)
Productivity & Responsibility 50(24.4) 28(23.9) 78(48.3)
Leadership & Accountability 48(23.4) 14(12.0) 62(35.4)
* Multiple responses

여자의 경우도 남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온라인 게임

을통해얻을수있는가장큰강점요소로소통및협업

능력을선택하였다. 그러나여자의경우소통및협업능

력다음으로유연성및적응성이가장큰강점요소라고

답변하여 남자의 경우와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강점 요소에 대해 복수응

답으로 답변한 결과 소통 및 협업 능력, 유연성 및 적응

성, 창의 및 혁신능력, 사회성 및 다문화성,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 성과창출 및 책임감, 미디어 문해력,

정보 문해력, 진취성 및 자기주도성, 리더십 및 책무성,

ICT 문해력의순서로강점을선택하여남자의경우와유

사한맥락을보이나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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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라인 게임과 창의력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게임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을 게임 캐릭터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게임의 주체가 되어 아

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스토리를 추리해가며 끊

임없이호기심을자극해상상력을향상시키며창의적으

로 발전 가능한 역량이다.

4.3 온라인 게임과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게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등 본

인 스스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비판적 사고

와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된다. 따라서 게임을 오락성에

만그치지않고게임스토리가전달하고자하는사회비

판적메시지를인지하여비판적사고와문제해결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온라인 게임과 의사소통 및 협업
게임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의소통을 하며, 협업능력

역시 필요하다. 게임을 공통관심사로 이야기 하고 협업

을통해승리를이끌어내는과정에서다른유저(게임이

용자)들과폭넓은정보를교환한다. 또한, 해외유저와소

통하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성격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게임은 청소년들끼리 소통하는 문화적 코

드이며청소년들관계형성에중요한요인중하나로작

용하고 있다.

4.5 온라인 게임과 정보문해력
청소년들은 게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외국 사이트까지 찾아가며 습득한다. 게

임 패키지나 게임 아이템을 거래 하는 경우에도 가격변

동 시세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탐구하면서 경제관념을

익히게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

를 해석,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보 문해력이 향상

될수있다. 이처럼게임을더욱잘하기위해정보탐색을

하며 외국어로 된 해설서를 읽거나 제작회사의 시스템

정보를파악하며다양한정보를얻으면서정보문해력에

대한 역량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4.6 온라인 게임과 유연성 및 적응성
게임을하면서본인이해야할일과게임과의경계, 그

리고게임내캐릭터에대한인식등에대해비교적유연

한 사고를 바탕으로 스스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게임 안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게임의 시나리

오및진행방향이제각각달라지는것을경험할수있다.

이를통해유연성및그에따른다양한대처능력을향상

시킬수있으며더나아가이러한점은일상생활에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유연하

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즉, 똑같은 게임을

하더라도다양한과정과결과가나올수있으며, 게임사

용자가게임내문제해결을위해어떤판단을하는데있

어서 좀 더 유연한 선택을 하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5. 결론
청소년의게임이용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가지

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특히온라인게임경험을통해

얻을수있는역량에초점을두었다. 게임이가지고있는

흡입력에는 게임 안에서의 ‘소통’, ‘협업’, ‘문제 해결’, ‘길

드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요소를통해청소년의지식정보화역량이강화되

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청소년들의일반적인놀이이며

또래 문화인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역량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

해얻을수있는역량요소들에대하여앞으로온라인게

임 개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상업용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때 이용자의 특성

을고려하여게임을통해얻을수있는역량을등급화하

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에있어서역량을등급화할때

사용할 용어는 ‘게임 역량지수(GCQ/Game Competence

Quotient)’로 표현할것을제안한다. 이처럼게임역량을

측정하는 지수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을지도감독하는가족이나교사에게온라인게임을

구별하고선별할때올바른선택의도구가될것이며, 게

임을 부정적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은이미 ‘21세기형문화’로자리잡은만큼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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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니고있다는편협(偏狹)한 사고에서 벗어나 순기능

적 부분을 강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연

구자와 게임 개발자가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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