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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지위 비교가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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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에서 형성된 지위를 비교하는 성향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평상시에   

더 불행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실험 은 자신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를 게임 . 1

세계 평균과 비교하게 한 후평균보다 낮은지 같은지 높은지 주관적 행복 변화를 측정하였다지위를 비교하는 ( , , ), (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변화 실험 는 자신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를 아는 사람의 지위와 비교하게 한 ). 2

후지인보다 낮은지 높은지 주관적 행복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은 자신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 , ), . 3

평균보다 낮다고 제시한 후 아는 사람은 더 낮다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집단과 제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 

하여 주관적 행복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 은 자신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평균보다 높다고 제. 3

시한 후 아는 사람은 더 높다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구분한 후 주관적 행복 변화, 

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 은 평소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은 게임 세계에서의 지위가 평균보다 낮을 . 1

때 불행해지고 높을 때 행복해지지만 평소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은 행복 수준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 

였다 실험 는 평소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은 게임 세계에서 타인보다 지위가 낮을 때 불행해지고 높을 때 . 2 , 

행복해지지만 평소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실험 은 평소 주관적 행복이 낮은 , . 3

청소년은 게임 세계 평균보다 지위가 높더라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지고 게임 세계 평균보다 , 

지위가 낮더라도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은 큰 변화가 없음을 ,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회비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드문 연구로서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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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실력이 타인에 비해 못한지 비슷한지 더 나은지 알기 위해 자신의 성취와 타, , 

인의 성취를 비교한다 학생들은 성적을 비교하고 육상 선수들은 (Suls, Martin, & Wheeler, 2002). , 

기록을 비교하며 직장인들은 자신이 받은 상여금 액수와 동료가 받은 상여금 액수를 비교한다, . 

이러한 사회비교 는 개인의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뿐 (Social comparison)

아니라 강점을 심화하고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Wood & Wilson, 

2003).

그러나 사회비교가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나 . 

낮은 행복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비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행복이 증진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연구에 따르(Gibbons & Gerrard, 1989), . 

면 사회비교를 자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러움 죄책감 후회 불만족, , , 

함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은 연구는 사회비교 빈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타인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타인을 , 

비난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행한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 

고 자신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인 사람이 존재할 때내 시험 점수는 점인데 옆 사람은 ( 95 , 100

점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상), (Lyubomirsky & Ross, 1997). 

황에서 행복해졌다 심지어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 

자신보다 더 낮은 성취를 보인 사람이 존재할 때내 시험 점수는 점인데 옆 사람은 점 행( 60 , 55 ), 

복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행복해지지 않았다 이는 사. . 

회비교를 하는 것과 불행해지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하여 불행한 사람은 타인보다 성취가 높을 때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하지만 행, 

복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여가 의도가 높은 경향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이국희 또한 같은 ( , 2019). 

연구에서 불행한 사람의 경우 객관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더 높은 성, 

취를 보일 때는 여가 의도가 낮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여가 의도가 높았다 게다, . 

가 불행한 사람의 경우 객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더 낮은 성취를 , 

보였을 때는 여가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여가 의도가 , 

높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도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

이처럼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 

선행연구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답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질문할 것들이 남아 있다 첫째 사회, . , 

비교와 행복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 청20 , 10

소년들에게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사회비교. 

와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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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비교와 행복관련 연구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회비교 상황, 

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누가 퀴즈를 더 많이 푸는지 비교하거나 누가 손가락 인형극 대회에서 . , , 

더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비교하거나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를 비교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 

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회비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러한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사회비교가 발생할 수 있다게임 레(

벨의 높음과 낮음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은 점점 ). 

늘어나는 추세이기하루 평균 시간 매년 분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성( 2 10 )

취나 지위를 비교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하문선( , 2017; Choi, Cho, Lee, Kim, & Park,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 

게임 세계에서 형성된 청소년의 지위를 비교와 청소년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만약 온라인 게임에서의 지위 비교가 청소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현재 불행한 . , 

상태의 청소년들은 객관적 혹은 상대적 지위가 낮을 때 더 불행해지고 오직 객관적 및 상대적 , 

지위가 높을 때 행복해질 것이지만 행복한 상태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위 비교의 영향을 크게 , 

받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의 지위는 게임 세계 안에서 자신의 조종하는 . 

캐릭터의 레벨로 조작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주관적 행복과 사회 비교

선행연구들은 불행한 사람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 수준

이나 자존감 수준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을 관찰해왔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하여 자존감이 . , 

낮아진 사람들은 낮아진 자존감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하향 비교를 평소보다 많이 시도한다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Wood, Giordano-Beech, Taylor, Michela, & Gaus, 1994). , 

못한 처지의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자존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는 평상시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

향비교를 하며 이에 따라 인지적으로 과부하 상태를 만들어 이런 의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할 , 

때만 상향비교 경향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반면 같은 연구는 평상시(Vohs & Heatherton, 2004). 

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상향 비교 하

는 경향이 강하며 인지적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자기향상 의도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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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면 하향비교 경향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Vohs & Heatherton, 2004). 

과 불행한 사람은 평상시에 하향 비교를 많이 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사람은 상향비교를 ,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ee also, Paterson, McKenzie, & Lindsay, 2012).

더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현재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사람의 답안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 

긍정적으로 바뀔 뿐 아니라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함을 관찰하였다, (Aspinwall & Taylor, 1993). 

그러나 이들에게 자신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의 답안지를 보게 하였더니 자신에 대한 평

가가 부정적이 되었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행복 수준이 높은 학생들, . 

은 자신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과 하향 비교하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상향 비교

하던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행복 수준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Aspinwall & Taylor, 1993).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하향 비교를 할 때 행복해지지만 주관적 행복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하향 비교와 상향 비교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uunk, Collins, 

Taylor, Van Yperen, & Dakof, 1990).

온라인 세계에서의 사회 비교와 주관적 행복

현대인들의 사회 비교는 현실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온라인 사회관. 

계망 서비스 이하 에서도 사회 비교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온(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 

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비교도 현실에서의 사회 비교만큼 현대인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 (Hobza, Walker, Yakushko, & Peugh, 2007).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를 통해 사회비교를 많이 한다고 Facebook , SNS

언급한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이 낮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비교를 많(Cramer, Song, & Drent, 2016). 

이 하여 불행해진 사람일수록 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Facebook (Bergagna & Tartaglia, 2018).

이는 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 대부분이 상향 비교를 하게 만들면서 를 하는 현대인을 SNS SNS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Alfasi, 2019; Bergagna & Tartaglia, 2018). SNS

를 하면서 타인의 행복한 순간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 불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사실 에서 자신보, SNS

다 불행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를 하는 (Alfasi, 2019). SNS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점점 더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Vogel, Rose, Roberts, & Eckl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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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구

현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온라인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이러한 사회 

비교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회 비교가 현대인 특히 현대 청소년, , 

들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다중 온라인 접속. 

자 역할 수행 게임 이하 을 해본 적 있는 청(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 MMORPG)

소년들을 대상으로 에서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위 즉 캐릭터의 레벨을 타인이 MMORPG ,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위와 비교하는 상황을 연출한 후 이들의 주관적 행복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실험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내의 평균 레벨평균적 지위보다 낮1 ( )

은지 높은지 같은지에 따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였다 이어, , . 

지는 실험 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아는 사람지인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청소년2 ( ) , 

의 주관적 행복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이 객관적 지위 비교에 따른 청소. 1

년의 행복 변화 연구라면 실험 는 상대적 지위 비교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 변화를 관찰하는 , 2

연구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실험 은 객관적 지위가 높지만 지인은 더 높은 상황 및 객관적 지. 3

위가 낮지만 지인은 더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변화를 관찰해보았다 이는 청소년. 

들의 행복 변화가 객관적 지위와 상대적 지위 중 어느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함이다.

실험 1

실험 은 청소년이 자신이 조종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를 해당 게임 캐릭터들의 평1

균적 레벨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비교하기 전과 후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  법

설계 및 참가자

실험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참가자간 평균보다 낮음 평균과 같음 평1 3( : vs. vs. 

균보다 높음 사전 주관적 행복 참가자간 낮음 높음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확) × 2( :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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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한 것이며 참가자간 요인설계 를 채택하였다 실험 을 위해 , (between-subjects design) . 1

를 해본 적 있는 세부터 세MMORPG 14 18 (Mean age = 15.8, SD 까지의 한국 소재 청소년  = .91)

명남 여 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국적은 모두 한국이었고 모국어는 한국어였다398 ( 156, 242) . , . 

참가자들은 진로수업 교사의 안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재료

실험 을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시나리오와 주관적 행복 측정 도구를 준비하1

였다 먼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는 온라인 게임에서 참가자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레. 

벨을 해당 게임 세계에서의 평균적 레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보다 . 

낮음 조건은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평균 레벨은 이다[ ( ) '50' . 

그런데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었다 평균과 같음 조건은 내가 하는 '10' ] . [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평균 레벨은 이다 그런데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 ) '50' .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었다 평균보다 높음 조건은 내가 하는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50' ] . [ ( ) 

는 캐릭터들의 평균 레벨은 이다 그런데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50' . '90' ]

었다.

주관적 행복 은 네 가지 문항 을 통해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나(subjective happiness) ( = .75) : 1) α 

는 행복한 편이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행복한 편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 2) , , 3) 

이 있든지 대체로 행복한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불행한데 내가 그런 , , 4) , 

사람이다이국희 이 중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은 역배점 문항이( , 2019; Lyubomirsky & Lepper, 1999). 

다.

절차

실험 은 구글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실험 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 1 . 1 . 

참가자들은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문항에 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7 (1: 

지 않다 매우 그렇다 두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세 가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사회적 , 7: ). 

지위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해당 , 

상황을 상상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상상한 게임 캐릭터의 지위를 염두에 . 

두고 주관적 행복 문항에 다시 한 번 응답하였다 실험 은 실험 진행 교사와 실험 참가 학생 , . 1

모두 실험 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중맹검 실험이었으며 사후 인터뷰에서도 실(double blind) , 

험 조건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중 실험 한 참가자가 모든 설문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 

약 분이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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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참가자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Cronbach’s α 

였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측정한 주관적 행복. 

이하 사전 주관적 행복의 경우 값이 이었고 이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측정한 주관적 행( , ) - .77 , α

복이하 사후 주관적 행복의 경우 값이 였다 즉 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 , ) - .94 . α

답은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높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후의 분석은 주관적 행복 네 문항의 평, . 

균을 지표값 으로 사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표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index score) . 1

집단별 사전사후 주관적 행복과 그 변화량을 요약한 것이다- .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에 따른 주관적 행복 변화

평균보다 낮음

(N = 166)

평균과 같음

(N = 106)

평균보다 높음

(N = 126)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주관적

행복

낮음

(N = 214)

3.91

(.68)

3.06

(.78)

-.85

(.63)

4.16

(.52)

3.67

(73)

-.48

(.84)

3.88

(.66)

4.54

(.96)

.66

(1.07)

높음

(N = 184)

5.76

(.67)

5.64

(.86)

-.12

(.68)

5.59

(.61)

5.60

(.68)

.01

(.52)

5.74

(.66)

6.13

(.60)

.29

(.41)

계(N = 398)
4.79

(1.14)

4.29

(1.53)

-.50

(.75)

4.81

(.91)

4.55

(1.20)

-.26

(.75)

4.77

(1.18)

5.26

(1.14)

.49

(.85)

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와 사전 주관적 행복에 따른 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의 변화 요약 실험 < 1> - ( 1)

집단 동질성 분석

참가자들이 할당 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는 

집단별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평균(

보다 낮음 평균과 같음 평균보다 높음가 사전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원변vs. vs. )

량분석 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one-way ANOVA) . (M = 4.79, SD = 1.14), 

평균과 같은 집단(M = 4.81, SD 평균보다 높은 집단 = .91), (M = 4.77, SD 의 사전 주관 = 1.18)

적 행복에는 차이가 없었다(F(2, 395) = .041, p 의 검정도 사전 주관적 행복에  = .960).  Levene

대한 세 집단의 응답이 동질적임을 보여주었다(Levene’s F(2, 395) = 5.114, p 이는 세 집 = .006). 

단의 사후 주관적 행복이 사전 주관적 행복과 다를 경우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 온라인 게임 캐, 

릭터의 지위 비교가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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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

실험 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1

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값을 구한 후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사전 주관적 행복. , 

이 낮은 집단으로 이것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은 였고 이에 따라 사전 주관적 행복 지표값4.79(SD = 1.10) , 

이 미만인 집단 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4.79 (N = 214) (M = 3.97, SD 으로 이  = .64) , 

지표값이 이상인 집단 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4.79 (N = 184) (M = 5.74, SD 으로  = .66)

구분하였다.

실험 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참가자간 평균보다 낮음 1 3( : 

평균과 같음 평균보다 높음 사전 주관적 행복 참가자간 낮음 높음가 사전사후 vs. vs. ) × 2( : vs. ) -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을 수행하였다 먼저 지(two-way ANOVA) . 

위 비교(F(2, 392) = 62.633, p 와 사전 주관적 행복 < .001) (F(1, 392) = 14.640, p 이 사전 < .001) -

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주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 

지위가 평균보다 낮을 때(M = -.50, SD 사후에 주관적 행복이 그 지위가 평균과 같을 때 = .75) 

(M = -.26, SD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 지위가 평균보다 높을 때 = .75) , (M = .49, SD = 

는 사후에 주관적 행복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전 주관적 평균이 낮은 집단.85) . (M = -.27, SD 

은 사후 주관적 행복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것이 높은 집단= 1.07) , (M = .04, SD = .59)

은 사후 주관적 행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더하여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와 사전 주관적 행복 수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관

찰할 수 있었다(F(2, 392) = 21.039, p 그림 은 이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하나씩 살펴보 < .001). 1 . 

면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사회적 지위가 게임 평균보다 낮을 , 

때(M = -.85, SD 와 평균과 같을 때 = .63) (M = -.48, SD 모두 주관적 행복이 감소하였고 = .84) , 

전자의 감소폭이 후자보다 컸다(t(143) = 3.013, p 그러나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 = .003). 

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사회적 지위가 게임 평균보다 낮을 때(M = -.12, SD 와 평균과  = .68)

같을 때(M = .01, SD 모두 주관적 행복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전자와 후자의 변화량 사 = .52) ,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25) = 1.112, p = .268).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M = 

.66, SD 과 높은 집단 = 1.07) (M = .29, SD 모두 행복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의 폭은 사전  = .41) ,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이 더 컸다 이는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에게서 천장 효과. 

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전 주관적 (ceiling effect) (Austin & Brunner, 2003). 

행복이 높은 집단은 점 척도로 측정한 사전 주관적 행복의 값이 이미 점과 가까웠기 때문에 7 7

더 이상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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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전 주관적 행복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의 상호작용이 ( 1) 
주관적 행복변화에 미치는 효과 실험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1). .

실험 2

실험 은 게임 평균 레벨 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 후 그것보다 낮은지 같은지 높은1 50 , , , 

지로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를 비교하였다 실험 는 상대적인 차원으로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를 . 2

비교하게 했을 때도 실험 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1 .

방  법

설계 및 참가자

실험 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아는 사람보다 낮음 아는 사람보다 높음2 2( vs. ) × 

사전 주관적 행복 낮음 높음가 주관적 행복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2( vs. )

며 참가자간 요인설계 를 채택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를 위해 를 , (between-subjects design) . 2 MMORPG

해본 적 있는 세부터 세까지13 16 (Mean age = 14.06, SD 의 한국 소재 청소년 명남  = .63) 356 ( 248, 

여 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국적은 모두 한국이었고 모국어는 한국어였다 참가자들은 108) . , . 

진로수업 담당교사의 안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고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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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절차

실험 를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시나리오와 주관적 행복 측정 도구를 준비하2

였다 먼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는 온라인 게임에서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의 레벨과 아는 . 

사람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레벨을 통해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료보다 낮음 조건은 내가 하. [

는 게임 공간게임세계에서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다( ) '40' . 

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었다 동료보다 높음 조건은 내가 하는 게임 공간게'80' ] . [ (

임세계에서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다루는 캐릭터의 ) '80' . 

레벨은 이다 라고 제시되었다 주관적 행복 측정 도구는 실험 과 동일하였다 실험 는 구글 '40' .] . 1 . 2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고 전반적인 실험 절차는 실험 과 동일하였다 실험 는 실험 진행 교, 1 . 2

사와 실험 참가 학생 모두 실험 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중맹검 실험이었으며(double blind) , 

사후 인터뷰에서도 실험 조건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참가자들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 

린 시간은 약 분이었다5 .

결과 및 논의

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참가자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Cronbach’s α 

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의 값이 이었고 사후 주관적 행복의 값이 였다 즉 . - .95 , - .93 . α α

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높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 .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에 따른 주관적 행복 변화

아는 사람보다 낮음

(N = 178)

아는 사람보다 높음

(N = 178)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주관적

행복

낮음

(N = 179)

3.55

(.89)

2.93

(.89)

-.62

(.65)

3.55

(.75)

3.45

(.83)

-.10

(.63)

높음

(N = 177)

5.43

(.55)

5.77

(1.01)

.34

(.90)

5.74

(.66)

5.94

(1.03)

.19

(.88)

계(N = 356)
4.62

(1.17)

4.54

(1.70)

-.07

(.93)

4.48

(1.30)

4.51

(1.54)

.03

(.75)

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와 사전 주관적 행복에 따른 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의 변화 요약 실험 <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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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분석은 주관적 행복 네 문항의 평균을 지표값 으로 사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표 (index score) . 

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집단별 사전사후 주관적 행복과 그 변화량을 요약한 것이2 -

다.

집단 동질성 분석

참가자들이 할당 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는 

집단별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아는 (

사람보다 낮음 아는 사람보다 높음가 사전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원변량분석vs. )

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보다 낮은 집단(one-way ANOVA) . (M = 4.62, SD 과  = 1.17)

아는 사람보다 높은 집단(M = 4.48, SD 의 사전 주관적 행복에는 차이가 없었다 = 1.30) (F(1, 

354) = .989, p 의 검정도 사전 주관적 행복에 대한 세 집단의 응답이 동질적임을  = .321). Levene

보여주었다(Levene’s F(1, 354) = 4.929, p 이는 세 집단의 사후 주관적 행복이 사전 주관 = .027). 

적 행복과 다를 경우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상대적 지위 비교가 작용했, 

음을 시사한다.

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

실험 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2

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값을 구한 후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사전 주관적 행복. , 

이 낮은 집단으로 이것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은 였고 이에 따라 사전 주관적 행복 지표값4.55(SD = 1.24) , 

이 미만인 집단 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4.55 (N = 179) (M = 3.55, SD 으로 이  = .81) , 

지표값이 이상인 집단 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4.55 (N = 177) (M = 5.56, SD 으로  = .62)

구분하였다.

실험 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아는 사람보다 낮음 아2 2( vs. 

는 사람보다 높음 사전 주관적 행복 낮음 높음가 사전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 × 2( vs. ) -

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을 수행하였다 먼저 지위 비교(two-way ANOVA) . (F(1, 352) = 5.230, p 

와 사전 주관적 행복= .023) (F(1, 352) = 57.907, p 이 사전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 < .001) -

는 주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아는 사람보다 낮을 . 

때(M = -.07, SD 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사전보다 감소하였고 높을 때 = .93) , (M = .03, SD = 

보다 사후 주관적 행복이 사전보다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보다 낮은 .75) . 

집단(M = -.32, SD 은 사후 주관적 행복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것이 높은 집단 = .68)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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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SD 은 사후 주관적 행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 .88) .

더하여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와 사전 주관적 행복 수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관

찰할 수 있었다(F(1, 352) = 16.833, p 그림 는 이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하나씩 살펴보 < .001). 2 . 

면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사회적 지위가 아는 사람보다 낮을 , 

때(M = -.62, SD 와 아는 사람보다 높을 때 = .65) (M = -.10, SD 모두 사후 주관적 행복 = .63) 

이 감소하였고 전자의 감소폭이 후자보다 컸다, (t(177) = 5.512, p 그러나 사전 주관적  < .001). 

행복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사회적 지위가 아는 사람보다 낮을 때(M = .34, SD 

와 아는 사람보다 높을 때= .90) (M = .19, SD 모두 사후 주관적 행복이 증가하였고 전 = .88) , 

자와 후자의 변화량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5) = 1.111, p = .268).

수치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고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높은 집단의 사후 주관적 행복 

증가폭이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고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낮은 집단의 그것보다 작은 현상은 

천장 효과 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본 (ceiling effect) (Austin & Brunner, 2003). 

연구는 주관적 행복을 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은 주관적 행복7 , 

에 대한 응답이 이미 점과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었을 것이다7 .

그림 사전 주관적 행복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의 상호작용이 ( 2) 
주관적 행복변화에 미치는 효과 실험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2). .

실험 3

본 연구의 실험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해당 게임 세계의 평균적 지위와 비교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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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지 같은지 높은지에 따라 이러한 비교가 있기 전과 후의 주관적 행복 변화가 어떻게 달라, , 

지는지 관찰하였다 이어서 진행한 실험 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아는 사람보다 낮은. 2

지 높은지 비교하는 것이 이러한 비교가 있기 전과 후의 주관적 행복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은 실험 과 실험 에서 관찰한 현상들을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 비교 3 1 2

상황으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설명하자면 한 사람은 게임 세계 안에서 평균적으로 지위가 높지. , 

만 아는 사람보다는 지위가 낮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게임 세계 안에서 평균적으로 지위가 , . 

낮지만 아는 사람보다는 지위가 높을 수 있다 실험 은 이렇게 게임 세계 안에서의 평균적 지, . 3

위와 상대적 지위를 다르게 제시하면서 이 상황을 인지하기 전과 후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청소년들이 평균적 지위전반적으로 낮은지 높은지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평균적 지( , ) , 

위의 높고 낮음만이 이들의 주관적 행복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상대적 . 

지위아는 사람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더 주의를 쏟는다면 아는 사람보다 낮은지 높은지가 이( , ) , 

들의 주관적 행복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설계 및 참가자

실험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평균보다 낮음지인 정보 없음 평균보다 낮음3 4( - vs. 

지인은 더 낮음 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음 평균보다 높음지인은 더 높음 사전 - vs. - vs. - ) × 

주관적 행복 낮음 높음가 주관적 행복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참2( vs. ) , 

가자간 요인설계 를 채택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을 위해 를 수행(between-subjects design) . 3 MMORPG

한 적 있는 세부터 세까지13 15 (Mean age = 13.61, SD 의 한국 소재 청소년 명남  = .62) 631 ( 531, 

여 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국적은 모두 한국이었고 모국어는 한국어였다 참가자들은 100) . , . 

진로 수업 교사의 안내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별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다, .

재료 및 절차

실험 을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시나리오와 주관적 행복 측정 도구를 준비하3

였다 먼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는 실험 에 있던 평균보다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에 지. 1

인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는지 아닌지로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보다 낮음지인 정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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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내가 하는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평균 레벨은 이다 그런데 내[ ( ) ‘50’ . 

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었다 평균보다 낮음지인은 더 낮음 조건은 내‘10’ ] . - [

가 하는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평균 레벨은 이다 그런데 내가 다루는 ( ) ‘50’ .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 그리고 내 친구의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었다‘10’ . '5' ] .

더하여 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음 조건은 내가 하는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는 캐릭- [ ( ) 

터들의 평균 레벨은 이다 그런데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라고 제시되었다‘50’ . ‘90’ ] . 

평균보다 높음지인은 더 높음 조건은 내가 하는 게임 공간게임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평- [ ( ) 

균 레벨은 이다 그런데 내가 다루는 캐릭터의 레벨은 이다 그리고 내 친구가 다루는 캐‘50’ . '90' . 

릭터의 레벨은 다라고 제시되었다 주관적 행복 측정 도구는 실험 과 동일하였다 실험 ‘95’ ] . 1 . 3

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고 전반적인 실험 절차는 실험 과 동일하였다 실험 은 실험 , 1 . 3

진행 교사와 실험 참가 학생 모두 실험 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중맹검 실험이(double blind) 

었으며 사후 인터뷰에서도 실험 조건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참가자들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 . 

는데 걸린 시간은 약 분이었다5 .

결과 및 논의

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참가자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Cronbach’s α 

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의 값이 이었고 사후 주관적 행복의 값이 였다 즉 . - .94 , - .96 . α α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에 따른 주관적 행복 변화

평균보다 낮음

지인 정보 없음-

(N=158)

평균보다 낮음

지인은 더 낮음-

(N=168)

평균보다 높음

지인 정보 없음-

(N=148)

평균보다 높음

지인은 더 높음-

(N=157)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SD)

사후

(SD)

변화

(SD)

사전

주관적

행복

낮음

(N=284)

3.69

(.97)

3.24

(.97)

-.46

(.52)

3.86

(.92)

4.80

(.93)

.94

(1.30)

3.83

(.91)

4.48

(.77)

.65

(1.07)

3.66

(1.12)

2.63

(1.12)

-1.04

(.76)

높음

(N=347)

6.31

(.59)

6.06

(.63)

-.25

(.39)

6.31

(.45)

5.86

(.81)

-.45

(.67)

5.98

(.60)

6.24

(.56)

.26

(.29)

6.26

(.61)

6.51

(.55)

.26

(.47)

계(N=631)
5.13

(1.52)

4.79

(1.62)

-.34

(.46)

5.05

(1.43)

5.32

(1.02)

.26

(1.25)

5.07

(1.30)

5.49

(1.09)

.42

(.75)

5.20

(1.54)

4.93

(2.09)

-.27

(.88)

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와 사전 주관적 행복에 따른 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의 변화 요약 실험 < 3>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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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 척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높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 . 

후의 분석은 주관적 행복 네 문항의 평균을 지표값 으로 사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표 (index score) .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집단별 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과 그 변화량을 요약한 것3 -

이다.

집단 동질성 분석

참가자들이 할당 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는 

집단별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아는 (

사람보다 낮음 아는 사람보다 높음가 사전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원변량분석vs. )

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균보다 낮음지인 정보 없음 집단(one-way ANOVA) . - (M = 5.13, SD 

평균보다 낮음지인은 더 낮음 집단= 1.52), - (M = 5.05, SD 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 = 1.43), -

음(M = 5.07, SD 그리고 평균보다 높음지인은 더 높음 집단 = 1.30), - (M = 5.20, SD 의  = 1.54)

사전 주관적 행복에는 차이가 없었다(F(3, 627) = .334, p 의 검정도 사전 주관적  = .801). Levene

행복에 대한 세 집단의 응답이 동질적임을 보여주었다(Levene’s F(3, 627) = 2.712, p 이 = .044). 

는 세 집단의 사후 주관적 행복이 사전 주관적 행복과 다를 경우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 온라인 , 

게임 캐릭터의 상대적 지위 비교가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사전 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

실험 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3

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값을 구한 후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사전 주관적 행복. , 

이 낮은 집단으로 이것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 평균은 이었고 이에 따라 사전 주관적 행복 지표5.11(SD = 1.45) , 

값이 미만인 집단 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5.11 (N = 284) (M = 3.77, SD 으로 이  = .98) , 

지표값이 이상인 집단 은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집단4.55 (N = 347) (M = 6.21, SD 으로  = .58)

구분하였다.

실험 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 평균보다 낮음지인 정보 3 4( -

없음 평균보다 낮음지인은 더 낮음 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음 평균보다 높음지vs. - vs. - vs. -

인은 더 높음 사전 주관적 행복 낮음 높음가 사전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효) × 2( vs. ) -

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을 수행하였다 먼저 지위 비교(two-way ANOVA) . (F(3, 623) = 49.567, p < 

가 사전사후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주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001) - .

구체적으로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평균보다 낮음지인 정보 없음- (M = -.34, SD 조건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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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균보다 높음지인은 더 높음- (M = -.27, SD 조건에서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사전보 = .88) 

다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평균보다 낮음지인은 더 낮음. - (M = .26, SD = 

조건과 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음1.25) - (M = .42, SD 조건에서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 .75) 

사전보다 증가하였다 사전 주관적 행복의 주효과는 없었다. (F(1, 623) = 1.435, p 즉 전 = .231). 

반적으로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집단(M = .08, SD 과 높은 집단 = 1.27) (M = -.04, SD = .56)

의 사후 주관적 행복은 사전 주관적 행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와 사전 주관적 행복 수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F(3, 623) = 90.493, p 그림 은 이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하나씩 살펴 < .001). 3 . 

보면 사전 주관적 행복이 낮은 수준이었던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평균보다 낮음, 

지인 정보 없음- (M = -.46, SD 조건일 때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감소하였지만 평균보다  = .52) , 

낮음지인은 더 낮음- (M = .94, SD 조건일 때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 1.30) 

(t(155) = -8.554, p 반면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수준이었던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 < .001). 

터의 지위가 평균보다 낮음지인 정보 없음- (M = -.25, SD 조건일 때와 평균보다 낮음지 = .39) -

인은 더 낮음(M = -.45, SD 조건일 때 모두 사후 주관적 행복이 감소하였고 전자보다  = .67) , 

후자에서 감소폭이 더 컸다(t(167) = 2.360, p = .019).

더하여 사전 주관적 행복은 낮은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지위가 평균보다 높음지인 -

정보 없음(M = .65, SD 조건일 때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증가하였지만 평균보다 높음 = 1.07) , -

지인은 더 높음(M = -1.04, SD 조건일 때는 사후 주관적 행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 .76) (t(125) 

= 10.289, p 한편 사전 주관적 행복이 높은 수준이었던 집단의 경우 온라인 캐릭터의  < .001). 

그림 사전 주관적 행복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 비교의 상호작용이  ( 3) 
주관적 행복변화에 미치는 효과 실험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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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음- (M = .26, SD 조건일 때와 평균보다 높음지인은  = .29) -

더 높음(M = .26, SD 조건일 때 모두 사후 주관적 행복이 소폭 증가하였고 두 조건 간  = .47) 

차이가 없었다(t(176) = .037, p = .971).

이러한 경향성은 주관적 행복이 낮은 사람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객관적인 지위보다 주변 

캐릭터들과의 상대적 지위 비교에 주의를 기울임을 보여준다 또한 주관적 행복이 높은 사람은 .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활동하는 다른 캐릭터들과의 상대적 지위 비교보다 내가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객관적 지위에 주의를 기울임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요약 및 해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과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위에 대한 비

교가 이들의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이루어졌고 세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실험 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들의 평균적 지위레벨와 비교하여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 1 ( )

위가 낮은지평균보다 낮음 같은지평균과 같음 높은지평균보다 높음에 따라 청소년들의 주( ), ( ), ( )

관적 행복 변화 양상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는 내가 조종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 2

지위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조종하는 캐릭터들에 비해 낮은지아는 사람보다 낮음 높은지아는 ( ), (

사람보다 높음에 따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였다 실험 ) . 3

은 내가 조종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세계 안의 평균적 지위보다 낮은지평균보(

다 낮음지인 정보 없음 평균적 지위보다 낮지만 아는 사람은 더 낮은지평균보다 낮음지인은 - ), ( -

더 낮음 평균적 지위보다 높은지평균보다 높음지인 정보 없음 평균적 지위보다 높지만 아는 ), ( - ), 

사람은 더 높은지평균보다 높음지인은 더 높음에 따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변화 양상이 ( - )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실험에서 모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수준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 지위 

비교의 이원상호작용이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일관성 있게 관찰하였다 우선 실험 . 

에서 주관적 행복은 낮은 청소년의 경우 게임 세계의 평균적 지위보다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1 , 

터의 지위가 낮을 때 주관적 행복이 저하되고 오직 평균적 지위보다 높을 때만 주관적 행복이 ,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실험 에서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게임 세계의 평균적 . 1 , 

지위보다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주관적 행복이 거의 변화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실험 에서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아는 사람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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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위보다 낮을 때는 주관적 행복이 저하되고 지위가 높을 때는 , 

주관적 행복이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한편 실험 에서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아는 . 2 , 

사람보다 지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주관적 행복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에서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 없이 자3 , 

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세계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다는 정보만 제시할 때는 주관

적 행복이 저하되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는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 

보다 지위가 더 낮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면 주관적 행복이 증진되었다 더하여 실험 에서 . 3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 없이 자신이 조종하는 ,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세계의 평균적 수준보다 높다는 정보만 제시할 때는 주관적 행복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는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보다 지위가 . 

더 높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면 주관적 행복이 감소하였다.

한편 실험 에서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 없3 , 

이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세계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다는 정보만 제시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는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보다 지위가 더 낮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할 때 모두 주관적 행복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이 작았다 또한 실험 에서 주관적 , . 3

행복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 없이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 

의 지위가 게임 세계의 평균적 수준보다 높다는 정보만 제시할 때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인이 

조종하는 캐릭터는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보다 지위가 더 높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할 때 모두 

주관적 행복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온라인 게임 세계에

서의 지위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실험 실험 구체적으로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 1, 2). 

년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의 지위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의 결과가 긍정적일 때는 행복해지, 

지만 비교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는 불행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그림 반면 주관적 행, ( 1, 2). 

복이 높은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지위를 비교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 

자신이 조종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낮은지 혹은 높은지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

과가 적다그림 그림 ( 1, 2).

또한 본 연구는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의 객관적 지위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지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실험 설명하자면 주관( 3). , 

적 행복이 낮은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객관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불행해진다그림 그러나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 3). 

년은 같은 상황에서 행복이 소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게다가 주관적 행복이 낮은 청소( 3). 

년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객관적 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행복해진다그림 반면 주관적 행복이 높은 청소년은 동일한 상황에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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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소폭 감소함을 알 수 있다그림 ( 3).

현 연구의 결과는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복 수준에 따른 사회 비교 방향 차이가 가상세계

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명하자면 본 연구는 행복 혹(Buunk et al., 1990). 

은 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하향 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가

상세계에서도 하향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행복 혹은 자존감 수(Alfasi, 2019). 

준이 높은 사람은 현실세계에서도 사회 비교를 하지 않거나 상향 비교를 하는 것처럼 가상세계

에서도 비교를 하지 않거나 상향 비교를 한다(Wood et al., 1994).

또한 현 연구의 결과는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복 수준과 사회 비교 방향이 상호작용하여 

행복 수준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가상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Lyubomirsky 

세부적으로 현실에서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하향 비교를 할 때는 더 행복해지& Ross, 1997). 

지만 상향 비교를 할 때는 더 불행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가상세계에서도 이런 효과가 동일, ,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더하여 현실에서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은 비교 (Bergagna & Tartaglia, 2018). 

방향과 관계없이 행복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가상세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

심지어 현 연구는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객관적 지위 혹은 절대적 지위보다 상대적 지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국희( , 2019; Lyubomirsky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객관적 지위가 높더라도 자신보다 더 지위& Ross, 1997). 

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객관적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보다 상대적 지위, 

가 낮다는 것으로 인해 불행해지는데 가상세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Vogel et al., 

2014).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라 현실. , 

상황에서의 사회 비교 성향이 달라짐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가상세계라는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현실에서 타인보다 성과가 좋을 때는 행복해지지만 성과가 낮을 때는 , 

불행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연구는 주관적 행복 수(Lyubomirsky & Ross, 1997). 

준이 낮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

이 있을 때 불행해지고 객관적으로 미흡한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더 미흡한 성취를 보이는 사람, 

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국희 본 연구는 현실세계에서 이루(see also , 2019). 

어지는 주관적 행복과 사회적 비교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서 이루

어지는 비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주관적 행복과 사회 비교 경향의 관련성이 청, 

소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불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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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이들의 사회 비교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는 불행한 청소년들, 

의 특성 중 하나가 이들의 사회 비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하여 선행연구는 행복한 성인들은 . 

사회 비교 성향이 적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본 연구는 행복한 청소년들은 사회 비교 성향이 ,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비교가 현실세계에서 경험하는 행복에 영향을 , 

미칠 수 있고 반대로 현실세계에서 경험하는 행복이 가상세계에서의 사회 비교에 영향을 미칠 ,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쉽게 말해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세계에 이루어. , 

지는 사회 비교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실에서 경험하는 , 

주관적 행복이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비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

다.

넷째 현 연구는 년 이후에 출생한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가, 1990 , 

상세계에서도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Alfasi, 2019; Bergagna & Tartaglia, 2018; Vogel et al.,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령보다 어린 연령대의 사람들도 가상세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2014). 

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년 이후 출생하면서 어릴 적부터 가상세계에 영향을 받으. 1990

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과 년 이전에 출생하면서 가상세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1990

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들의 사고 범위와 행동 범위 의사결정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

다섯째 이러한 네 번째 시사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 ( ) 

을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의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 , , 

가상세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교사 부모 상담가나 임상가들은 사람들이 . , , 

현실세계에서의 자기개념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지 현실에서 평, , 

판은 어떤지 현실에서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한 정보를 ,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현대의 교사 부모 상담가와 임상가들은 그 사람이 가상세계에서 친구, , , 

가 많은지 적은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가상세계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등도 파악할 , ,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계와 제안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 ,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사회 비교 성향이 청소년들에게도 . ,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는 청소년기에 사회 비교 성향이 높았던 사람이 성. 

인기에도 사회 비교 성향이 여전히 높은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기에 사회 비교 성향이 높았더라, 

도 성인기에는 낮아질 수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 비교 성향이 높다가 . 

성인기에 낮아진다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반대로 청소년기에 사회 비교 성향이 낮, , 



이국희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지위 비교가 주관적 행복 변화에 미치는 효과/ 

- 95 -

다가 성인기에 높아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둘째 본 연구가 가상세계에서의 사회 비교와 주관적 행복 사이의 관련성을 관찰했음에도 불, 

구하고 가상세계에 관여하는 수준에 따라 가상세계에서 사회 비교를 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이, , 

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사회 비교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

었다 또한 가상세계에 관여하는 수준을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시간예 게임하는 시간으로 볼지. ( : ) , 

가상세계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볼지 구분하지 못하

였다 향후 가상세계 관여도에 따라 사회 비교 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가. , 

상세계에서의 사회 비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가상세계를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이 경험하는 , . 

가상세계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에 게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 링크드인 페이스북. , , 

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에서도 사회 비교(Social Network Service, SNS)

가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비교와 주관적 행복 수준이 상. SNS

호작용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현상을 유발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실에. 

서의 사회 비교와 가상세계에서의 사회 비교 중 어느 것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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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Online Game Character Status 

Comparison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Change

Guk-Hee Lee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adolescents with a tendency to compare online game 

positions are unhappier than their peers who do not.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are 

the status of their game character with the game world average (below, equal, or above average), and 

were then measured on their changes in happiness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nt’s status 

comparison).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compared the status of their game character with a person they 

knew (whether it was lower or higher than their acquaintance), and were then measured on their 

subjective changes in happiness. In Experiment 3, participants were told that the status of their game 

character was lower/higher than the average, and were either presented or not presented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ir acquaintance’s character held a lower/higher position. The subjective happiness level 

of the two groups was then measured. As a result, Experiment 1 confirmed that adolescents with generally 

low subjective happiness were unhappier when their game position was lower than the average and were 

happier when their game position was higher than the averag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happiness 

level of adolescents with generally high subjective happiness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Experiment 2 

observed that adolescents with generally low subjective happiness were unhappier when their game position 

was lower than others in the game world and were happier when their game position was higher than 

others. However, this was not true for adolescents with generally high subjective happiness. Experiment 3 

showed that adolescents with generally low subjective happiness were unhappier when someone else had a 

higher game position than themselves and were happier when someone else had a lower game position 

than themselves, regardless of their status in either situation. However, a significant change was not 

detected among adolescents with generally high subjective happiness. As a rare study confirming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comparison on happiness in the virtual world, this study is noteworthy.

Key words : Online Game, Social Comparison, Cyberspace, Youth, Happ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