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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Game players showed differences in their favorite genres according to gender and fun factors in games. Women prefer 

RPG, while men prefer RPG, FPS, and simul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communication 

in the game according to gender. Women showed SNS chat, and men preferred party play. People who chat regularly 

tend to communicate with others while playing games. The smaller the age, the more tendency to communicate with 

others. Also, 54%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o not chat while playing gam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have 

experienced insult or discomfort through chats during the game.

키워드: 온라인 게임(online game),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in game), 성차이(gender difference))

I. Introduction

게임들은 위와 같은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저는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흡수하여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즉 게임이란 프로그램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게임을 통해 

유저가 겪게 되는 경험과 다른 유저들과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또한 

포함하는 말이다.

게임에서의 성별은 온라인 내의 캐릭터의 성별과 그것을 플레이하

는 유저의 실제성별로 나눌 수 있으며 캐릭터의 성별은 대부분 유저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는 또 하나의 자신으로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게 되지만 결국 그 행동은 캐릭터를 움직이는 오프라인 유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캐릭터가 아닌 유저임을 알 수 있다. 한때, 온라인에서

는 성별도 국적도 나이의 구애도 받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유저의 성별을 기준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본 연구는 성별 차이에 따른 유저들의 게임행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140명을 대상으로 총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성별, 나이, 

평균 게임 시간, 좋아하는 장르, 게임을 선택하는 기준, 게임을 

통한 즐거움, 게임 내에서의 채팅 여부 등을 묻는 객관식 항목이었으며, 

11번부터 14번까지는 게임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에 대한 주관식 설문이었다.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0.0을 활용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설문조사 결과 성별구성은 남자 68명, 여자 72명, 평균 나이는 

22.9세,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은 2.59시간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별은 장르선호도, 플레이 시간, 아이템 구매 

여부 등 게임 유저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게임의 장르 선호도는 여성의 61.4%가 RPG를 선호하여 한쪽 

장르에 치우친 반면 남성은 RPG(48.1%), 시뮬레이션(17.3%), 

FPS(13.5%)로 응답해  RPG 선호도가 높으나 다른 장르도 골고루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성은 51.1%가 스토리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스토리 23.1%, 협동플레이 17.3%, PVP(11.5%)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게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 유저들은 RPG와 스토리텔링을 좋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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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와가 주장한 미미크리적 재미를 추구하는 반면, 남성들은 던전플

레이와 PVP같은 경쟁 요소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파티플레이 36.5%, 

길드 21.2%, 여성은 SNS 34.1%, 파티플레이 22.7%로 나왔다. 

이는 여성은 게임을 하면서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SNS 채팅과 RPG에

서 필수적인 파티플레이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게임을 통한 공동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게임 중 채팅 여부는 게임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을 하는 

가 아닌가와 상관관계(R=0.42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 상관계수가 0.4 이상이므로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평소 채팅을 좋아하는 유저는 게임을 하면서도 파티플레이나 

협동플레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게임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행동은 나이와 상관관계(R=-0.21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게임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사람들이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파티 플레이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가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물은 주관식 설문에 남성의 경우 파티플레이

를 하면서 상대의 무례한 언사와 욕설로 인해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게임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들은 파티플레

이에 참여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거나 성희롱 언사를 

듣는 경우가 많아 파티플레이 참여를 꺼리게 되었다고 답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현실사회의 축소판으로 인식되

는 게임공간에서 유저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게임을 즐기고 싶지만, 

소통을 통한 즐거움보다는 소통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

는 응답은 연구자로서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결과 게임 플레이어는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장르,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요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RPG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RPG, FPS, 시뮬레이션 등을 선호한

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에 따라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 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SNS 채팅, 남성은 파티플레이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채팅을 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타인과 소통하려는 경향

이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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