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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 방법론을 통한 게임 평가들은 사용성 혹은 

몰입도 등을 사용하여, 게임 사용자들이 flow experience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일련의 학자들은 게임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성 혹은 몰입도 평가를 넘어서, 사회-기술적 환경 (Socio-

technical environment) 안에서 심리 혹은 행동양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심리-행동양식을 고려한 새로운 게임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가지 실험조건을 토대로 공격성향환기 (Arousal aggression) 

평가와 공격성 측정게임을 통한 공격행동 (Physical aggression)을 측정하여, 게임에 대한 

새로운 사용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AbstractˇˇPrior evaluation frameworks for games are mostly grounded on their ease-

of-use and engagement levels, and how these two factors are able to present flow 

experience or pleasant-to-use. However, some critics on this approach claimed this 

traditional usability approach would not uncover the core part of gaming experience, 

such as player’s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attitudes, arising from its social-

technical environment of playing games.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a 

new evaluation framework for gaming experience in conjunction with two extra 

dimensions, i.e., physical aggression and arousal aggression 

↲ 

핵심어: game, evaluation framework, aggression,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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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CI 의 다양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게임설계는 

Flow 경험디자인[1]의 추구와 함께 사용성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예를 들면, Flow 경험디자인을 위해서 

새로운 게임용 입력장치를 개발 (예: navigation 

controller, arms controller)하여, 이를 통하여 

가상현실에서 게임사용자에게 실제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을 유도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 되어져 

왔다.    

이러한 새로운 입력장치의 개발과 함께, 

게임설계기술과 컴퓨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게임 

디자인의 방향이 보다 실사적 랜더링 (realistic 

rendering)을 추구하고, 이를 3 차원 가상현실로 

모형화하는 방식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 

Battle Field™, Call of Duty™, Sudden Attack™). 

이러한 실제 현실과 같은 게임 환경 속에서 실제와 

같은 게임용 입력장치들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게임의 영향 (Gaming 

effect)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게임 후에 나타나는 공격적 성향 

(aggressive behavior)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실사적 게임은 공간지각능력 (spatial 

cognition), 시각정보처리 (visual perception)을 

향상시키며, 작업기억능력 (working memory)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상충한다.  

최근에 일어났던 해병대 총기사고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에서와 같이 게임을 통한 공격적 성향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Anderson [2]은 

여러 논문에 걸쳐 폭력적인 게임을 자주 하게 되면, 

공격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 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Ferguson [3]은 폭력적인 게임과 

공격적 성향 사이에는 인과관계 (causality)가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격적인 게임은 공간 

지각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향에 입각하여, 

게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게임 콘텐츠 

및 새로운 게임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려 한다. 

 

2. 관련연구 

게임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은 기존의 

UI 사용성 평가 방법론에 의거한 기능적인 면을 

평가하거나, 재미의 정도 (Playability)를 추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게임의 사용성 평가 방법으로는 새로운 사회-기술적 

환경 (Socio-technical environment) 안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사용성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5]. 

2.1. 게임의 영향 (긍정 vs. 부정)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이 공간지각능력 (spatial 

cognition)[3], 분할인지능력 (divided attention), 

운동능력 (Motor skill), 문제해결능력 (problem 

solving),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on skill)을 향상 

시킨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4]. 

특히 이들은 폭력적인 게임이 다른 게임보다 이러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지능력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게임의 부정적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격성과 중독성이라는 게임의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이러한 인지적인 능력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미 잘 알려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담은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검증 하고, 이를 새로운 

게임 평가방법 프레임워크로 제시하고자 한다.  

 

2.2.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방법론   

게임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공격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Anderson 및 그 외의 연구자들은 GAM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6] 을 제안하였고, 

Anderson 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주장을 한 

Ferguson 의 Meta-analysis 에 의하면 질문지를 통한 

공격성 평가방법은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함으로 

공격성과 게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존의 방법들은 질문지를 이용한 주관적 

판단방법론으로 인하여, 게임의 영향 (특히 공격성)을 

검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격성 측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Buss and Perry [7] 가 제안한 

Questionnaire 와 이러한 reflective measure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간단한 공격성 측정게임인 

Mouse clicking 게임을 모두 실험에 사용하여 정량적인 

Aggression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게임의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실험설계 

3.1 피실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모두 한양대 

학생들로서, 총 59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나이 = 

평균 23.5 세, 남 - 49 명, 여- 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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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계획 

  첫 번째 실험은 Buss and Perry 가 제안한 

Aggression Questionnaire[7]를 바탕으로 측정한  

피실험자의 공격성향 환기(Arousal aggression)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격성측정 게임(그림 1) 을 

통해 얻은 공격행동양상(Physical aggression)을 

상호 비교하여 두 Aggression measurement 간 

(questionnaire and 공격성측정게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30 명). 

그림 1) 공격성 측정 게임 

 두 번째 실험은 between-subjects 실험 방법으로, 

독립 변수로 3 개의 실험 조건 (공격적 영상, 비공격적 

영상, 공격적 게임)을 고려하고 mouse click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총 29 명).   

 

3.3 실험장비 

Buss and Perry 의 Aggression Questionnaire [7] 을 

통해 피실험자의 mental aggression 을 측정한다.  

Questionnaire 는 총 3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Verbal aggression, Indirect aggression, Hostility, 

Anger, Physical aggression 5 가지로 Aggression 의 

범주를 나누어 측정한다. 

 

 

  

그림 2,3,4 에서 보듯이, 개인의 폭력성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세가지 system condition 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는 비공격적인 영상인 이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흑백 다큐멘터리,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영상으로서 앞의 다큐멘터리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하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그래픽을 구사하는 폭력적인 전쟁게임인 “Call of 

Duty” 를 통해 공격행동양상을 분석한다. 

 

3.4. 실험절차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 시작 전, 피실험자들이 

실험동의서와 신상정보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공격성 측정 게임인 Clicking game 을 30 초동안 

진행하고, 공격적 성향을 측정하는 Questionnaire 를 

진행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29 명의 피실험자를 무작위로 세 

개의 실험 조건에 배분하여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모두 10 분간 진행되었으며, 실험 후, 

피실험자는 30 초 동안 진행되는 공격성 측정게임인 

Mouse clicking 게임을 수행하게 된다.  

 

4. 실험결과  

그림 3) 공격적인 영상(라이언일병구하기, 1998) 

그림 2) 비공격적 영상(다큐멘터리) 

그림 4) 공격적인 게임                        

(One person shoot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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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 개의 범주 (physical aggression, hostility, 

verbal aggression, indirect aggression, anger)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질문을 사용하여 (Cronbach alpha 값을 사용) 

평균을 구하고, 범주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림 1. 공격성 충동 및 물리적 공격성 발현 

프레임워크, * p< .05, ** p< .01 

그림 1 에서와 같이, Hostility 와 Anger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0.505)를 가지고 있으며, Anger 와 Physical 

aggression (0.425)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충동 

(aggression impulse)이 물리적 공격성으로 표출된다는 

일반적인 가설이 옳은 것 보인다. 

또한 피실험자의 공격적 성향이 실제 행동 (physical 

behavior)에 반영되는 지를 파악한 공격성 측정실험을 

통해서 Physical aggression 과 Mouse click 

횟수(Physical behavior)와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0.371)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각 피실험자의 공격적인 성향이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격성 충동(Hostility, 

Anger)이 물리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으로 

표출되고, 이는 다시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공격성의 일반모형을 재확인한다.  

 평균 (표준편차) p 

대조군 50.44 (17.71) 

n.s 
비공격적 영상 47.60 (17.60) 
공격적 영상 47.33 (13.82) 
공격적 게임 38.24 (15.70) 

표 1. 두 번째 실험 결과. 각 System condition 에 따른 

마우스 클릭 횟수에 대한 ANOVA 

 

 표 1 은 실험 2 의 결과를 보여준다. F-test 의 

결과 비공격적 영상, 공격적 영상, 공격적 게임 

후의 공격성 측정 게임의 결과는 대조군 (아무런 

매체에 영향 받지 않은 조건)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F3,25 = 

2.10, n.s.) 

5.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위에 기술된 두 개의 실험은 공격적 성향을 

mouse click 이라는 human behavior 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의미는 공격성 측정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질문지를 이용한 survey 방식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Mouse 

clicking 공격성 측정게임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Aggression 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본 실험결과는 폭력적인 미디어 영상이 인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얻었을 뿐 만 아니라, 공격적 

게임의 영향 또한 기존의 연구에 의해서 확인된 

미디어영향에 비추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공격적 게임 – 38.24 vs. 공격적 영상 – 47.33) 

개인에 끼치는 폭력적인 영향 또한 미미하다고 

본다. 이는 HCI 개발자, 특히 MMORPG 게임 

디자인, 설계에서 이슈가 되는 공격성과 폭력적인 

콘텐츠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실험은 비공격적 영상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음으로 해서, 비공격적 영상과 

공격적 영상이 가지는 일반적인 미디어영향 [2]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수 없음으로 해서, 공격적 

게임의 영향을 정교하게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로는, 각 

개인의 내면의 공격성충동이 물리적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경로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Gaming effect 의 

유무를 검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게임이 공격성을 

증가하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이를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 언급된 실험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수의 피실험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공격적 

영상 및 게임에 노출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실험의 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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