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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게임 규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고 있는 ‘셧다운제’를 기 으로 게임 

규제 상자들의 반발심, 게임 이용 성향에 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용자들의 독과 과몰입을 방하기 

해 게임 규제 정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부가 인 사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는 것

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의 검증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사용된 게임 이용 정도와 셧다운제 통제 여부는 

반발심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게임 이용 정도와 통제 여부의 상호작용에서 음(-)의 

향을 받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 규제 상자들 에 게임을 많이 하는 상들은 게임을 래 친구

들과 어울리기 하여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친구들이 다른 것을 한다면 게임 신에 다른 것을 할 것이라

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존재가 친구들과 소통하고 향유하는 문화 

공간이었음을 시사하며, 련 게임 규제를 고안하는데 있어 규제 상에 한 심층 인 이해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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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y online gaming regulations and examine the reactance and attitude of the targeted 

group. To be specific, we focus on the ‘Shutdown Law’ due to its scope and magnitude of its 

influence. The Shutdown Law was enforced to prevent adolescence's immersion in or addiction 

to online gaming; however, its effectiveness has yet to reach a consensus.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reactance to the regulation is stronger as game usage increases; surprisingly the 

effect of game usage on reactance weakens among the affected adolescence's group, compared 

to the adult counterpart. Furthermore, heavy users in the targeted group are more likely to play 

online gaming to mingle with their peers, and thus more likely to play other activities that friends 

participate 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online games play a role to cultivate peer-culture 

among adolescence and facilitate thei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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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 기기의 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

입어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00년  이후 지속 인 성장

을 보여 왔고,  세계 게임 시장은 2019년에 이르러 약 

9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1]. 게임 

시장이 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수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인 게임 회사들은 극 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확장

해 나가고 있다[2].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역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을 기 으로 한국 온라

인 게임 산업은 약 5.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3]. 

이처럼 게임이 인들의 주요 여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이것이 차지하는 사회·경제  상이 높아졌음에

도 불구하고[4][5], 한국 사회 내에는 게임을 여 히 부

정 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남아있다. 이것은 온라인 게

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극단 인 사건들의 향이 큰

데, 게임과 련된 언쟁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사건부터[6], 장기간 게임에 빠져 

신생아인 자녀를 방치하고 아사(餓死)하게 한 부부에 

이르기까지[7] 우리 사회에는 게임 과몰입과 련된 많

은 사건들이 존재했다. 이런 분 기는 한국 사회 내 게

임 독과 과몰입에 한 우려를 지속 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신의진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게임을 사회악으

로 규정하며 게임 독법(2013) 도입을 시도했던 것을 

표 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 정부는 게임을 알코

올, 향정신성의약품, 인터넷, 도박과 함께 ‘5  독 물

질’로 규정하고 질병 코드를 신설하여 게임에 한 심

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8].  

이와 더불어, 게임 독과 과몰입을 막기 해 정부

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도입하 는데, 그 에 한국 사

회 반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친 것으로는 ‘셧다운제’

를 들 수 있다. 특정 연령 이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의 근을 막는  정책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도입 후에도 실효성에 한 

의문이 꾸 히 제기되었다. 최근 문화체육 부와 여

성가족부에서 폐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기로 하 는데, 이와 련한 다양한 사회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9]. 게임 업계에서는 산업군의 경쟁력 제

고를 하여, 문화체육 부에서는 문화 콘텐츠 발

을 하여 폐지를 지지하 지만, 반  측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문제로 들며 국가 정책의 일 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두 진 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이용자의 독

과 과몰입을 방하기 한 방편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

나, 규제 정책은 사회  비용이 크기 때문에[10][11] 실

효성이 있는 안에 한 사회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이처럼 게임과 셧다운제에 한 사회  논의는 활발

하지만, 그에 비하여 반 인 학계의 연구는 상 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12-14]. 따라서 자들은 사회의 

요구를 반 하여 게임 규제책에 해서 유의미한 정책

학 인 시사 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심리  특징에 기반을 둔 과몰입 해결책에 

하여 탐구할 정인데, 이를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임 산업의 발 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백년 계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본 연구의 세부 인 탐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정부의 게임 규제책에 해 

느끼는 반발심을 측정하고, 이것이 응답자의 ‘게임 이용 

정도’와 ‘셧다운제 통제 여부’와 어떠한 련을 맺는지 

자세히 탐구할 것이다. 제도의 성공  정착과 운 을 

해서는 규제 상자들의 심리  반발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를 통해 셧다운제와 이와 련된 상자들의 반발심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규제 상

자들을 이해하는 석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는 본질 으로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 과몰입 해소 책의 가능성을 

진단해볼 것이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회  요인’에 게임 과몰입의 근본 인 원인과 해결책

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상하 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규제 상자들의 ‘게임 이용 동기’ 요인과 

‘과몰입 해결책’의 방향성을 찾기 한 탐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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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게임 규제와 셧다운제 
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게임 규제  본 

연구가 보다 집 으로 탐구할 규제는 2011년 11월부

터 실시된 ‘셧다운제’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

소년의 심야 시간(00시∼06시) 온라인 게임 속을 제

한하는 제도로, 도입 기부터 많은 사회  논란의 

심이었다[10][15][16]. 셧다운제의 시행 목 은 청소년

들의 수면 시간 보장과 게임 과몰입 방이지만, 다수

의 게임 이용자들과 기업들은 이 제도가 본래 목 을 

제 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게임 

산업 반의 축을 유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0][11][17].

실제로, 일부 연구들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제도 시행 직후인 2012년, 성장의 정 을 기록한 이후 

한동안 침체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게임 시장 내에

서 국산 게임의 유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 하

고 있다[3][10][18]. 한 다양한 법학계 연구들은 셧다

운제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학 인 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가 청소년들의 자유와 게임 사업자들

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 하 다[19-21]. 

게다가 일부 연구들은 게임 셧다운제 이 과 이후 청소

년들의 게임 시간 사용 행태를 분석하여,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방에 실질 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주

장하기도 하 다[17][22]. 그러나 앞서 소개한 부분의 

연구들은 셧다운제의 규제 상인 게임 이용자들에 

한 깊이 있는 통찰이 상 으로 부족했다는 한계 이 

있다. 물론 선행 연구들이 고려한 셧다운제의 산업  

여 , 규제의 법률  정당성, 그리고 게임 과몰입 방지 

효과 등은 모두 깊이 있게 탐구할만한 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게임 규제의 당사자인 게임 이용

자들에 한 직 인 이해와 심층 인 고찰의 부족은 

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 이라 할 수 있

다. 구체 으로, 본래 셧다운제의 목표가 청소년들의 게

임 과몰입 방과 수면 시간 확보임을 감안할 때, 규제 

상인 게임 이용자들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상되

는 규제의  효과를 고민해보는 것은 학술 으로나 

정책 으로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실제로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 박경효와 정윤수

(2000)는 규제 상자에 한 심층 인 이해와 고찰이 

규제의 성공에 있어 매우 요함을 지 하고 있는데

[23], 본 연구는 셧다운제와 련해서도 이러한 학술  

근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에 해 느끼고 있는 (1) 

기본 인 인식과 심리기제를 탐구하고, (2) 이들의 게

임 이용 동기를 진단하며, (3) 이를 바탕으로, 게임 과몰

입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인 해결책의 방향성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보

다 규제 상자에 을 맞춘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집단에 한 심층 인 이해를 

달하여 실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도움을  것이라 

상한다. 

2. 셧다운제에 대한 심리적 반발심
본 연구는 셧다운제와 련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느

끼는 심리  반발심을 가장 먼  탐구하고자 한다. 특

정 시간에 게임 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기

본 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심리  반발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4]. 실제로, 셧다운제는 제도의 시행

과 련한 사회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추진되

었다는 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많은 반발을 사기

도 하 다[25]. 한 셧다운제 도입 당시 한국입법학회

(201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인터넷  게임

을 계속 하겠다고 응답하 고 제도와 련된 일정 수

의 심리  반발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6][27].

본 연구의 자들은 게임 이용자들의 이러한 심리  

반발심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데 있

어 매우 핵심 이라고 단하 다. 수용자들의 반발심

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

는 향후 규제 상자들의 기회주의 인 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 으로 제도의 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4][28-30]. 따라서 수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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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한 반발심이 어떠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

는지 그리고 그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심층 으로 고찰

해보는 것은 규제 상자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

당 규제의 성과를 측해 보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의 심리  반발심과 련하여, 본 연구

는 이것이 더욱 강하게 발 되는 상황과 맥락에 하여 

집 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먼 , 본 연구는 평소 게

임 이용 수 이 높은 사용자들에게서 셧다운제와 련

한 심리  반발심이 더 높게 측정될 것이라 상한다. 

왜냐하면, 일반 으로 사람들은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

고 자주 즐기는 행 에 더 큰 애착과 정 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31][32]. 를 들어, Alba와 Hutchinson 

(1987)은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

하게 되면, 일정 수 의 친숙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결과 으로 제품  랜드에 한 선호와 애착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31]. 한, Agarwal과 

Karahanna(2000)는 IT 서비스에 한 사용 시간이 높

아질수록 이용자들이 느끼는 애착과 몰입도가 증가한

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사용 시간의 증

에 따른 고조된 재미(Heightened Enjoyment)를 제안

하고 있다[32]. 이와 같이 특정 서비스에 한 애착과 

재미가 사용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면, 게임 이용자들은 

이러한 상에 한 이나 통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

아들여 더 큰 반발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심리  반발심에 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가 앞서 제안한 측의  다른 학술  근거를 제

시해 다. 구체 으로, 심리  반발에 한 몇몇 연구들

은 자유를 제한 받는 행 에 한 사용 시간이나 사용 

수 이 증가할수록 규제나 에 한 심리  반발심

이 증가한다는 것을 일 되게 확인하 다[33][34]. 표

으로, Bensly와 Wu(1991)는 음주에 한 통제가 이

루어졌을 때, 이에 한 심리  반발심이 평소 음주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 크게 두드러졌음을 확인하 으며

[33], 이를 통해 특정 행 에 한 이용 수 이 높아질

수록 해당 행 에 한 통제나 제한에 해 이용자들은 

더 큰 심리  반발심을 가질 것이라 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첫 번

째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게임 규제책에 한 반발심은,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한 심리  반발

심이 해당 규제에 용을 받는 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상한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규제의 존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해

당 규제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가 이에 한 반발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한 논리  근거는 실 사례를 활용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33][35][36]. 

표 으로, Venkatesan(1966)은 가장 마음에 드는 옷

을 고르는 실험을 진행하 는데, 의복 선택에 한 자

유를 제한받은 실험 상자들이 그 지 않은 실험 상

자들에 비해 더 강한 심리  반발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하 다[35]. 이는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직 으

로 자유를 제한 받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규제에 해 더 강한 심리  반발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앞선 논의는 유사한 국내 사례와도 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실제 설문조

사에 따르면, 학교의 면학 분 기 조성을 한 스마트

폰 사용제한에 하여 학부모의 91.7%는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직 으로 규제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 

67.9%만이 이 같은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 다[37]. 

이는 규제에 한 평가, 생각 등이 규제 여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상의 기

에 규제에 한 심리  반발심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

라 상한다. 한, 셧다운제가 세  간의 시각차가 보

다 뚜렷한 온라인 게임에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에 

한 심리  반발심은 규제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일 것이라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학

술  근거와 실제 사례에서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가설 2]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게임 규제책에 한 반발심은, 규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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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집단에 비해, 규제를 받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앞단의 논의를 확장하여, 앞서 

상한 게임 이용 수 에 따른 심리  반발심이 셧다운

제에 한 규제 여부에 따라 어떻게 조 되는지 탐구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용 수 에 따른 심리  반발심

이 존재하더라도 그 방향성이나 향력이 규제 받는 집

단과 그 지 않은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상했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이를 앞서 

논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효과의 ‘상호 작용

(Interaction effect)’으로 풀이하고자 하며, 해당 효과의 

방향성에 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상하 다. 

먼 , 본 연구는 앞선 [가설 1]에서 논의한 이용 수

에 따른 정(+)의 효과가 규제를 받는 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상하 다. 이는 정(+)의 

상호 작용 효과(Positive interaction effect)를 의미하며, 

이용 수 에 따라 증가하는 심리  반발심이 청소년 집

단에서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반 으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주 이용하

는 상에 해 큰 애착과 많은 심을 보이는데, 이에 

한 확실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그 상황에서의 심리

 반발심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 작용의 효과가  

반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단하 다. 즉, 이

용 수 에 따른 정(+)의 효과가 셧다운제의 규제를 받

는 집단에서 부정 인 방향으로 조 된다는 것이다

(Negative interaction effect). 그 이유는 게임 이용 수

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미 셧다운제에 한 불만이나 

반발을 다른 안을 통해 해결하 을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 으로, 셧다운 규제 상자 

 게임 이용 수 이 높은 청소년들은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셧다운 규제 상이 아닌 게임 등을 활용

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게임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규제 상자인 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게임 이용 수 이 높은 학생들이 게임 이용 수 이 낮

은 학생들에 비해 더 은 불만과 반발심을 가지고 있

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하 듯, 두 상의 상호 작용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한 추론 근거들을 와 같이 풀이하 다. 다만, 

본 연구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사후 으로 진행하는 연

구인만큼, 앞서 측한 두 번째 방향으로의 가설(부(-)

의 상호 작용)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단하 다. 본 

연구가 셧다운제 통제 하의 게임 이용자들을 연구 상

으로 삼는 만큼, 청소년들의 높은 이용 수 은 이미 이

들이 스스로 게임 규제에 한 안  행 들을 마련했

을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와 같은 두 가지 방향성에 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서, 아래와 같은 [가설 3]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3] 게임 이용 수 이 게임 규제책에 한 반발

심에 미치는 효과는 셧다운제 비 규제 집단

에 비해 규제 집단에서 더 약하게 나타날 것

이다.

3. 규제 대상자의 게임 이용 동기와 과몰입 해결책
본 연구는 셧다운제의 시행과 규제 상자들에 한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해 이번 

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에 한 탐구를 실시

하고자 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성공을 해서는 청

소년들이 왜 게임에 ‘몰두’하는지 구체 으로 진단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보다 핵심 으로 다루

어져야할 근본 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학술  심을 제 로 받지 못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여러 동기가 

존재하겠지만, 그  이들의 게임 이용 수 과 한 

연 을 갖는 것은 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한 ‘사회  요인’이라 상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

은 다수의 친구들이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다. 이에 

한 학술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는데, 먼  사회  향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를 설명해 볼 수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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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듯, 사람들은 주변에서 달되는 정보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며[38][39], 주변에서 측되는 행동을 무의

식 으로 흉내 내고 따라 하기도 한다[40-42]. 이러한 

상은 통 인 마   사회 심리학 연구에서 꾸

히 연구되어 왔는데, 일반 으로 이를 ‘사회  향 

(Social Influence)’이라 지칭한다[43][44]. 청소년들 역

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친구들과 매일 일정 시간 이

상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럽게 여가 활동에 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 동기에 있어 이러

한 사회  향은 강력한 게임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이 하는 사

회와 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45], 다수의 청소

년들 한 친구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심을 갖는 ‘게

임’이라는 행 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게 된다

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에 한  다른 학술  

근거는 청소년들이 일반 으로 친구들과 원만한 계

를 유지하는 것에 많은 심을 갖고 있다는 에서 찾

을 수 있다[46][47]. 이연미, 이선정 & 신효식(2009)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기본 으로 래들로부터 소외되

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래 동조 의

지는 휴  화의 과다한 사용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

고 알려져 있다[47]. 실제로, 청소년의 일탈 행 에 

한 해외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가진 친목 의지를 연구의 

핵심 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자하

는 의지는 청소년들의 흡연, 마약 사용 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8][49].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기본 으로 래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문

화에 동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

지는 이들의 게임 이용 수 과 한 련을 맺고 있

으리라 상한다. 본 연구는 앞 단의 논의들을 포

으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4]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수 과 청소년들이 

가진 래들과의 친목 의지는 정(+)의 상

성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로  게임 규

제에 한 상자들의 반발심과 게임 과몰입에 한 구

체 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성 있는 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

체 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여가 활동의 개발을 게임 과몰입 문제에 

한 방책으로 제안하며, 이것의 기  효과를 측정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여가 활동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며, 게임의 주된 이

용 동기는 이러한 친교 목 에 의해 많이 설명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할 수 있

는 게임 이외의 놀이거리의 제공을 과몰입의 책으로 

제안하며, 이에 한 규제 상자들의 실질 인 호감도

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5]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수 과 래 친구들

을 활용한 과몰입 해소 책에 한 반응은 

정(+)의 상 성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탐구한 총 다섯 가지의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생각에 한 반 인 연구

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론 이고 

실무 인 에서 해석해 나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하여, 자들은 2016

년 1월 서울 시내 PC방들을 섭외하 고 이용자들의 동

의하에 설문 데이터를 확보하 다. 표성을 높이기 

해, 여러 시간 에 걸쳐 상자들을 모집하 으며, 이를 

통해 총 323개의 표본을 수집할 수 있었다. 설문 상자

는 연령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셧다운

제가 용되는 청소년(만 16세 미만) 85명, 셧다운제 비

용 청소년(만 16세 이상∼만 18세 이하) 71명, 재 

성인이지만, 청소년 시  셧다운제 규제 경험이 있는 

성인 (만 19세 이상∼20세 이하) 53명, 셧다운제 규제 

경험이 없는 성인(만 21세 이상∼) 104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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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측정
2.1 종속 변수
1) 게임 규제 반발심: 본 연구는 Brehm(1966)이 정의

한 심리  반발심(Psychological Reactance)을 기반으

로 정부의 게임 규제책에 해 응답자들이 얼마나 큰 

반발심이 느끼는지 측정한다. 앞서 정의하 듯, 사람들

은 일반 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받거나 제

거당할 경우 이를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의지를 가지

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지와 동기들을 심리  반

발이라 정의한다[50-52].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에 청소

년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리  반발심의 개념을 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는데 매우 합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Hong과 Faedda(1996)가 개발한 심리  반발심 측정 문

항을 참고하여[53], 이  게임 규제에 한 심리  반

발심 문항 1번을 게임 규제 상황에 맞게 변환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질문: 게임을 못하게 하는 정부 정

책들을 보면 반항심이 생긴다; 1=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 

2) 게임 이용 동기: 본 연구는 앞서 논의했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주된 게임 이용 동기를 밝

히기 한 문항을 두 번째 종속변수로 구성하 다. 구

체 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가 

래 집단에 동조하기 함임을 확인하기 해 ‘친구들이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을 나도 이용한다’라는 문항을 7

 척도로 측정하 다(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이 래 

집단 내에서 인기가 있는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것이 이들의 게임 이용 

시간과 어떠한 계를 맺는지 구체 으로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해결책 방향성: 본 연구의 세 번째 종속변수는 청

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에 한 보다 근본 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해 제안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한 

첫 번째, 두 번째 가설과 한 연  계를 지니고 있

다. 구체 으로, 자들은 청소년들이 재 시행되고 있

는 셧다운제의 강제성에 큰 심리  반발심을 갖고 있다

면, 해당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상하

다. 규제 상자들의 심리  반발심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래할 수 있기 때

문이다[24][28][29].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 인 게임 과

몰입 해소에 도움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기 

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를 활용한 안에 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측정하 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래들이 즐기는 행동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것이 게임과 련한 맥락에서도 용될 수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47-49].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학교 친구들이 게임 말고 다른 것을 즐겨한다면 

나는 게임 신에 그 활동을 같이 하겠다’라는 문항을 

7  척도로 측정하 다(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 이를 통해, 래 집단의 여가 활동을 바꾸는 

안 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연구 가설들과 일 되게 온라

인 게임의 이용 정도와 셧다운제의 통제 여부를 연구의 

핵심 독립 변수로 고려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해당 변수들이 앞서 정의한 세 가지 종속 변수들과 어

떠한 연 성을 갖는지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이

를 통해 연구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1) 게임 이용 정도: 게임 이용 경험은 실제 설문 상

자들이 평소 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측정하여 반 하 다. 이용자가 게임에 속한 시간은 

설문 상자가 게임에 해 가진 여 수 을 나타내

며, 설문 상자가 재 게임에 해 갖고 있는 애정과 

심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설문 상자들의 게임 이용 수 을 주 과 주말로 나

어 여섯 단계로 측정하 다(1= 거의 하지 않는다; 2=하

루 평균 0∼1시간; 3=하루 평균 1∼2시간; 4=하루 평균 

2∼3시간; 5=하루 평균 3∼4시간; 6=하루 평균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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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 통계량
변수 유형 변수 이름 평균 표 편차

종속변수
게임 규제 반발심 – 심리적 반발 (7점 척도) 3.489 1.884
게임 이용 동기 – 또래 효과 (7점 척도) 4.536 1.740
게임 과몰입 대책 – 또래 문화 (7점 척도) 5.093 1.666

독립변수 게임 이용 정도 (6점 척도) 4.717 1.409
셧다운제 통제: 16세 미만 0.263 0.441

통제변수
성별: 남성 0.901 0.299
나이 19.307 4.756
게임머니 구매: 경험 0.440 0.497
성인 아이디 도용: 경험 0.833 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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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 분석 결과 두 항목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r = 0.726, p<0.01), 

실제 분석에는 주 과 주말 두 항목의 평균값을 반 하

여 사용하 다. 다만, 연구의 강건성(Robustness)을 

해 본 연구진은 주 , 주말 게임 이용 정도를 체한 분

석을 실시하 으며, 모든 분석에서 본래 결과와 질 으

로 차이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셧다운제 통제 여부: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심야

시간 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의 제공업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  0시

부터 오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의 속을 차단해야 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률  기 을 바탕으로, 셧다운

제 통제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더미(Dummy) 변수를 

생성하 다. 구체 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집단에 

1의 값을 부여하 고, 그 이외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

다. 

2.3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주요 독립 변수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인구 통계학  변수들과 기타 

게임 련 변수들을 설문지에 포함하 다. 부분의 설

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만 나이 정보를 수집하

으며, 온라인 게임에서 실제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경험과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

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해당 변수들

은 만 나이를 제외하고는 더미(Dummy) 변수로 처리하

으며, 이에 한 기 인 정보는 이어지는 기  통

계량에 한 에서 논의할 것이다. 

3. 기초 통계량
[표 1]은 본 연구의 설문지에 측정된 주요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먼 , 종속 변수들은 모

두 7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특별히 한 쪽으로 두드

러진 평균값이 측되지는 않았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게임 규제에 한 반발심은 3.489, 게임 이용 동기는 

4.536, 게임 과몰입 책의 경우, 5.093의 수치를 기록하

고 있어, 설문 상자들이 각 변수에 해 강한 선호나 

동의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 변수  하나인 게임 이용 정도는 평

균 4.717의 수치를 기록하 다. 이는 시간 개념으로 환

산하 을 때, 약 4시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는 실제 

PC방을 방문하여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기본

인 게임 이용 시간 수 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

째 독립변수인, 셧다운제 통제 유무는 집단을 구분하는 

더미(Dummy) 변수이며, 평균값을 통해 약 25%의 설

문 상자가 실제 셧다운제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1]의 세 번째 단은 통제 변수에 한 

기  통계량 정보를 나타내는데, 체 집단의 평균 연

령은 약 19세이며, 체 집단의 약 90%가 남성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한, 실제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을 

지불하여 게임을 해본 사람은 설문 상자의 약 44%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성인 계정을 도용해 게

임을 해본 사람의 비율은 약 83%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핵심 독립 변수들이 각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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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어떠한 연  계를 맺는지 실증 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모형을 

구성하 으며, 앞서 논의한 연구 맥락에 맞추어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 , 본 연구의 첫 번째 모형은 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한 반발심이 1) 게임 이용 정도에 따라 

그리고 2) 실제 규제 상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3) 게임 이용 

정도에 따른 효과가 실제 규제 상 여부에 따라 어떻

게 조 되는지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모형

(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기로 하 다. 다

회귀분석은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동시에 통제하여 

측정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효

과를 각 추정 계수의 측치와 유의도를 바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계획한 첫 번째 모형은 아래와 

같은 [모형 1]의 수식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종속 변수

인 Y1은 ‘게임 통제 반발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Usage1,i, Shutdown2,i는 각각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게

임 이용 정도’, ‘셧다운제 통제 여부(더미)’를 나타낸다. 

한 본 연구는 앞서 이론 개 부분에서 논의한 상호작

용 효과를 검증하기 해, ‘게임 이용 정도’와 ‘셧다운제 

통제 여부’ 변수의 상호 작용항을 수식에 포함하 다.  

β 1,1은 ‘게임 이용 정도’가 ‘게임 규제 반발심’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며, β 2,1은 ‘셧다운제 통제 여부’의 동일한 

효과를 보여 다. 한 β 3,1은 β 1,1을 통해 측정한 게임 

이용 정도의 효과가 셧다운제 통제 여부에 따라 어떻게 

조 되는지 나타낸다. Controls1,i는 앞서 설명한 통제 

변수(성별; 나이; 게임머니 구매 경험; 성인 아이디 도

용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계수는 

K₁벡터로 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모형의 

수식에는 ε1,i의 오차항이 반 되어 있다.

[모형 1]

   

  ×


  

본 연구가 계획한 두 번째, 세 번째 연구 모형은 앞서 

소개한 첫 번째 연구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모

형들은 실제 셧다운제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 16세 이

하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실질 인 게임 동기와 안

책에 한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기에, 앞서 제안한 다

회귀분석 모형의 변수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모형은 아래와 같은 [모형 2]와 [모

형 3]으로 표 할 수 있으며, [모형 1]과 같은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종속 변수인 Y2와 Y3은 각각 ‘게임 이

용 동기’와 ‘게임 과몰입 책’에 한 동의 정도를 나타

낸다. [모형 2]와 [모형 3]의 Usage1,i는 앞서 [모형 1]과 

동일하게 ‘게임 이용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β1,2는 

‘게임 이용 정도’가 ‘게임 이용 동기’와 연 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β 1,3은 ‘게임 이용 정도’가 래 문화를 활용

한 ‘게임 과몰입 책’에 해 얼마나 호의 인 반응을 

보이는 지를 보여 다. Controls2,i와 Controls3,i는 앞서 

설명한 통제 변수(성별; 나이; 게임머니 구매 경험; 성

인 아이디 도용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

하는 계수는 K2, K3 벡터로 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두 수식에는 ε2,i와 ε3,i의 오차항이 반 되어 있다.

[모형 2]

  


  

[모형 3]

  


  

IⅤ. 분석 결과  

본 페이지부터 정리된 [표 2-표 4]의 결과는 앞서 고

안한 모형들의 추정 결과를 담고 있으며, 추정 결과치

는 통계 패키지 SAS 9.4를 통해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검증은 [표 2]에 정리된 각 변수들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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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추정 결과 (1)
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절편  0.419*** 0.691
게임 이용 정도 (β 1,1)  0.628** 0.081
셧다운제 통제 (β 2,1)  1.550*** 0.800
게임 이용 정도 × 셧다운제 통제 (β 3,1) -0.376* 0.158
성별: 남성 -0.014*** 0.326
나이  0.010*** 0.027
게임머니 구매: 경험  0.048*** 0.202
성인 아이디 도용: 경험  0.030*** 0.274
관측치 323
참고: *p<0.05, **p<0.01   

표 3. 모형 추정 결과 (2)
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절편  0.906*** 0.691
게임 이용 정도 (β 1,2)  0.526** 0.128
성별: 남성  0.998*** 0.611
나이  0.001*** 0.202
게임머니 구매: 경험  0.444*** 0.361
성인 아이디 도용: 경험 -0.003*** 0.351
관측치 85
참고: *p<0.05, **p<0.01   

계수  유의도를 바탕으로 단한다.

우선 설문 상자들의 게임 이용 정도는 그 정도가 

클수록 게임 규제에 한 반발심을 유의하게 증가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1,1=0.628, p<0.01). 이는 앞서 

제안한 [가설 1]과 일치하는 결과로,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 수 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에 한 더 높은 애착

과 재미가 이들의 반발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으

로 해석된다. 한 사용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제한받

는 자유에 한 반발심이 커졌던, 다른 연구들처럼 온

라인 게임에 해서도 이와 유사한 상이 찰되는 것

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33][34]. 따라서 게임 이용

자의 게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게임 규제 정책에 한 

반발심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됨을 확인하 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 통제 여부는 규제에 한 반발

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β 2,1=1.550, p=0.054). 구체 으로, 셧다운제의 통제

를 받는 집단은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약 1.5 

 정도의 높은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제안한 [가설 2]와 일치하는 결과로, 규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직 으로 자유를 제한 

받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규제에 해 더 

강한 심리  반발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셧다운제

의 시행과 실효  효과에 있어 여러 사회 주체들이 문

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결국 이에 해 가장 큰 불만을 

갖는 집단은 직 인 규제를 받는 청소년 집단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 정도 변수와 셧다운제 통제 

여부의 상호 작용항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가설 3]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셧다운제

에 한 심리  반발심은 게임 이용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β 1,1=0.628, p<0.01), 

해당 효과는 셧다운제에 직 인 규제를 받는 청소년 

집단에서 더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3,1=-0.376, p<0.05).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평소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정상 인 경로로든 

비정상 인 경로로든 게임 규제책을 피하여 만족할만

한 수 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

에 비해 더 낮은 수 의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은 앞서 본 연구가 제안한 두 번째 연

구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 다. 두 번째 모형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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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형 추정 결과 (3)
변수 추정계수 표 오차

절편  5.699*** 0.691
게임 이용 정도 (β 1,3)  0.303* * 0.140
성별: 남성  0.425*** 0.526
나이 -0.170*** 0.221
게임머니 구매: 경험  0.110*** 0.394
성인 아이디 도용: 경험 -0.134*** 0.383
관측치 85
참고: *p<0.05, **p<0.01   

년들의 실질 인 게임 이용 동기를 진단하는 모형으로, 

본 연구는 앞선 논의를 통해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

들의 주된 게임 동기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기 함이라는 연구가설을 수립하 다. 해당 가

설의 검증은 β 1,2의 추정치와 유의도를 기 으로 단

되며, 확인 결과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이 지지되는 것

이 확인되었다(β 1,2=0.526, p<0.01). 이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래 집단 내 친구들과 원만한 

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해 래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향유되는 문화에 해 극 인 수용 의지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주된 이유는 래 집단 내 친구

들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즐기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요한 발견 이며, 향후 청소

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술  출발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설 검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해 

핵심 독립 변인인 게임 이용 정도와 종속 변인인 친목 

동기를 바꾸어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 으며, 질 으

로 차이 없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β = 0.335, p<0.01). 

본 연구의 [가설 4]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정

책 입안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결

과와 같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의 주된 동기

가 친구들과의 계 유지와 동조 의지라면, 이들의 게

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한 책은 단순히 속 시간을 

차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문제의 근

본 원인을 제 로 확인하지 못한 피상 인 해결책에 불

과하며, 게임 과몰입 해소 책은 청소년 집단에서 향

유되고 놀이 문화를 보다 다양화 하는 측면으로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4]는 본 연구가 앞서 제안한 세 번째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 다. [가설 5]의 검증은 β 1,3의 

추정치와 유의도를 기 으로 실시한다. 추정 결과에 따

르면, 게임 이용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래 

집단의 문화를 바꾸는 안책에 보다 호의 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1,3=0.303, p<0.05). 이는 

앞서 제안한 [가설 5]와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들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 일수록 친구들이 게임 신에 

다른 것을 한다면 게임 신에 그 활동을 같이 하겠다

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확인한 본 연

구의 [가설 4]와 하게 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데,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에 기반을 둔 책이 알

맞게 제시될 경우, 이는 청소년들의 호응을 충분히 이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가 구체 인 안을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친

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문화를 조정하는 것으로 게임 

과몰입에 한 책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는 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설 5와 련된 부분에서도 분석의 강건

성(Robustness)을 해 핵심 독립 변인인 게임 이용 정

도와 종속 변인인 안 호의도를 바꾸어 회귀분석을 다

시 실시하 으며, 질 으로 차이 없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β = 0.186, p<0.05). 

본 연구가 앞서 진단한 [모형 1], [모형 2], [모형 3]에

서 통제 변수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세 모형 모두 응

답자의 나이  성별, 게임머니 구매 경험이나 성인 아

이디 도용 경험은 종속변수와 체 으로 큰 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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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게임 이용 정도를 심으로 셧다운제의 규

제를 받는 이용자 집단과 규제를 받지 않는 이용자 집

단을 비교 분석하 다. 우선 으로 본 연구는 기존 문

헌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에 따라 1) 게임 이용 정도

와 2) 셧다운제 규제 여부가 게임 규제책에 한 반발

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이후에는 

규제를 받는 청소년 집단에 집 하여 게임을 하는 동기

에 래 효과가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 해결책의 

방향성에 해 고민하 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이용자들의 게임이용 정도가 게임 규제책에 한 

반발심에 유의한 향 요인으로 밝 졌다. 그 향력의 

방향성은 상한 로 양(+)의 방향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가설 1). 이는 게임 이용 정도가 높아질수록 설문

상자들은 게임에 한 큰 애착과 심을 보여 이에 

한 규제에 더 큰 반발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셧다운제에 한 심리  반발심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집

단에 비해 규제를 받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이 확인되었다(가설 2). 이는 규제에 해 동일한 인식

과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심리  반발의 수 은 직

으로 통제를 받는 집단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두 효과의 상호작용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규제를 피해 충분한 시간 동안 게임을 즐기고 있

기에, 이용 수 이 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낮은 수

의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가설 3). 

한 본 연구는 규제 상자들 에 게임 사용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친구들이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

는 성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가설 4). 이는 청소

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부 성인들의 우려처

럼 독이나 반항심 때문이라기 보단, 단순히 게임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기존 연구  정책들이 청소년 게

임 과몰입의 원인을 독이나 반항심으로 지목하고, 이

에 한 해결책의 방향성을 통제에 두었다는 은 매우 

잘못된 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85명의 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 

 독이나 반항심에 게임을 한다는 응답은 체 응답

자  15% 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

하는 래 문화로서의 게임 과몰입은 이  연구들이 미

처 제안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는 에 있

어서 차별 과 그 가치를 가질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이어진 가설 검증들을 통해 보다 흥

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게임이 아닌 다른 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가설 5). 이는 학생들이 게

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함이기 때

문에, 친구들이 다른 여가활동을 즐긴다면 이에 한 

충분한 수용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

하면, 본 연구는 셧다운제와 련한 이용자들의 반발심, 

이용 동기, 그리고 성향들을 반 으로 이해할 수 있

었으며,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효

과 인 정책의 가능성을 진단하 다고 할 수 있다. 

2.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와 련하여 규제 상자

들의 인식과 행 를 집 으로 탐구하 다. 기존의 선

행 연구들의 이 다소 정책 입안자들의 에 맞춰

진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실제 규제 상자인 청소

년들과 이들의 특성에 주목하 다는 에서 다른 연구

들과 차별 을 갖는다. 한 본 연구는 셧다운제의 규

제 상자들의 주된 게임 이용 동기를 직 으로 고려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의 가능성을 진단하 다. 

게임 규제 상자들의 게임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와 련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해당 주제에 한 고찰이 상 으로 부

족하 는데, 본 연구는 이를 청소년 집단의 래 동조 

의지로 풀이하여 제시하 다는 특징을 갖는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

가 활동에 한 호의도를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책이 이러한 게임 이용 동기를 기반으로 재고

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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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는 규제책이 산업의 축과 사회  비

용이라는 부산물을 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효율

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한 조건들을 고민하 다. 

공공선을 추구하기 한 한 규제의 경우, 게임 산

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용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본 연구진들은 본 연구가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다른 연구 분야의 규제 연구에도 충분한 시사

을 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셧다운 규제에 한 직 인 이해와 고찰을 달해 

과 동시에, 다른 산업 분야에 용될 수 있는 여러 정책

 시사 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인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

을 갖는다. 본 연구는 앞서 풀이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셧다운제의 시행의 문제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해보고자 한다. 

첫째, 규제 집단(청소년)에 한 잘못된 이해 – 본 

연구가 지목하는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 은 정책 입

안자들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원인을 본질 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단순히 특정시간에 이들의 게임 이용

을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이다. 실제 우리나라

는 청소년들을 보호를 하여 특정 장소나 행 의 근

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오락실, 만

화방, DVD방, PC방, 당구장 등 많은 유희 공간이 청소

년 유해 공간으로 분류되었고, 재에도 청소년들의 

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음성

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제기되었는데[54], 본 연구

의 설문조사에서도 셧다운제의 통제를 받는 이용자(85

명)  약 70%가 도용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 다. 

한, 규제 상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지 않았던 입법과정 역시 정책에 한 반발심을 키웠

고, 제도의 정착과 효과에 악 향을 주었다. 규제 상자

들의 공감 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인 집행은 큰 반발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는 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2014년 발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

법)이나 출 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서정

가제) 등이 국민들의 정서 인 반발심이 크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셧다운제처럼 규제 상

자들의 공감 가 형성되지 못했던 입법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2. 규제 상(게임)에 한 잘못된 이해 – 정책 입안

자들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의 잘못된 선입

견 때문에 상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다. 청소년들에

게 게임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해 모여 있는 공간(

랫폼)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제기

되었지만 그럼에도, 청소년들에게 게임 이외의 안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정책의 효과가 기 에 못 미칠 수밖

에 없었다. 

본 연구는 실무자들을 해 게임 과몰입을 일 수 

있는 실질  안들을 함께 고민해보았다. 구체 인 

안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문화

시설 확충(62.4%)나 체육시설 확충(60.0%)에 한 

정 인 평가를 한 것과는 비되게 방과 후 수업 실시

(43.5%)이나 공공 도서  확충(28.2%) 등에 조한 반

응을 한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유희 인 측면이 강한 스트 스 해소 공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역시 학습보다는 놀이에 을 

둔 안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상을 가능  한다

[그림 1].

그림 1.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대안 선호도

이와 더불어, 본 연구진들은 해당 설문 결과에서 청

소년들과 성인 집단 사이에 게임 과몰입 안들에 한 

확연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는 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문 조사에 포함된 성인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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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PC방에 방문하여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로, 이들은 

기본 으로 게임의 흥미와 정  가치에 해 어느 정

도 이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게임에 

해 어느 정도 정  인식을 형성한 성인들마 도, 청

소년들에게 주어진 안들에 해 실제 청소년들과 동

떨어진 단을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행 에 

해 낮은 수 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더 큰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본 연

구는 PC방에서 신속하게 진행해야하는 설문의 특성상, 

응답자들의 온라인 게임 독 정도를 제 로 상세하게 

측정하지는 못했다.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 이용 규제

책들은 게임 과몰입의 방을 가장 큰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표에 한 심도 있는 측정은 결과에 

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져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게임 이용 수 은 게임 과몰입 여

부와 강한 상 계를 가져, 이를 충분히 반 할 수 있

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과몰입을 정의하고, 진단해 보

는 것은 게임 결과에 해  다른 시사 을 던져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진은 한 시 에서의 설문으

로 인해 셧다운 이후의 게임 사용량만을 측정하 는데, 

로그(log)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셧다운제 이

의 게임 사용량과 이후의 게임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었다면, 더 의미 있는 내용 서술이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동기에 하

여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래 문화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얼마나 향력을 미치는지 만

을 측정하 다. 물론 래 동조동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한 근원

인 실마리를  것이라고 고민한 본 연구의 방향성에는 

타당할 것이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게임 이용 동기를 

기반으로 한 고찰은 조  더 구체 인 해결책을 찾는데 

다차원 인 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의 이용 여부를 진단하

고 단순히 사용 시간을 기 으로 분류하 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MMORPG, 액션, 아 이드, 스포

츠 등의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며, 어떤 장르를 주로 하

는지에 따라 과몰입 방책에 한 다른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각 장르별 이용자들의 모수가 충분히 크고, 각

각의 이용 군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에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면,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규명한 시사

들을 기반으로 하여 후속 연구가 응답자들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 과몰입 방책의 효율 인 달성

을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의미 있는 정책학 인 시사

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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