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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컴퓨터 게임중독간의 관계
,

,

이 은 경 이 지 연† 이 경 희 이 은 진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정서경험 특성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가 컴퓨터 게임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성차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가 조합되면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형성
되는지, 이러한 정서경험의 개인차가 컴퓨터 게임중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
해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생 총 40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와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t-test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에서는 남녀별 차이가 없었고, 정서강도
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강도를 나타냈다.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
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는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컴퓨터 게임중독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강도와 컴퓨터 게임중독 간에는 하위요인에서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어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를 중심으로 성별 군집 유형 분포와 군집 프로파일을 알아보기 위
해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별 정서경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집단(안정적 집단, 무딘 집단, 격렬한 집단, 압도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군집의 분포는 성별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경험의 수준에서도 군집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
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컴퓨터 게임중독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강도가 높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낮은 압도되는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컴퓨터 게임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어 정서 경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게임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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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컴퓨터 게임중독’이라는 신종용어
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컴
퓨터 게임 활동에 너무 몰입하여 현실의 일을 잊어
버리는 것이 마치 약물이나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된
것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소년 인터
넷 게임중독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을 분
석한 결과(류진아, 2008),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여러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인들
과 관계를 다룬 게임중독과 우울, 불안, 또래관계,
자기노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정신건강, 부모자
녀 관계 등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중독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사이버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의 경우 약 8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인터넷 이용
의 용도 중 게임이 가장 높은 비중(70.8%)을 차지하
고 있었으며(정철수, 200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
터넷 중독실태조사(2007)에서도 인터넷 중독자의
80%이상은 게임중독자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즉
인터넷 게임중독은 이미 정체감이 형성된 성인보다
는 또래 집단과 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초등학
생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쳐 충동성, 불안, 폭력성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주연, 2002;
박성혜, 2001). 즉 게임중독현상으로 인해 밤새워 게
임을 하고 수업시간에 졸거나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
게 되어 현실에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
는 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심한 경우는 수
업시간 중에 학교를 빠져 나가 게임에 매달리기도
한다(어기준, 2000). 이런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학업
동기와 성취의욕이 약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부적절한 대인
관계, 문제해결 능력의 결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백공주, 2001).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아동의 컴퓨
터 게임중독의 부적응적 폐해를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중독과 관련 있는 심리적 요인
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과도기인 아동

후기에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를 경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Cohen &
Wills, 1985), 이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경험
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
기인식 능력,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감정이입 능력을
키운 아동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욕구를 문제 상황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데
반해, 격렬한 정서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
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자제력이 약화되어
높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황혜정, 1999).
자기 파괴적 행동(폭식, 중독적 인터넷 사용)은 처음
에는 부정적 정서에 압도당한 인간이 불편한 상태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정서조절전략으
로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의 고통스런 상황을 만들
어낸다(조소현, 2004). Tice, Bratslavsky와 Baumeister(2001)
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 현실의 고통스러운 자기 인
식으로부터 비롯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상현실로의 회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
다. 외부 자극에 민감한 학생들에게는 그 순간의 정
서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가상현실인 게임중독에 빠
지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을 비교한 연구
(안혜영, 2003)에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등의 감성지능이 게임중독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즉
컴퓨터 게임중독집단 학생들과 비중독집단 학생들
사이에 정서경험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컴퓨터 게임중독에 있
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서경험의 개인차
를 살펴보려고 한다.
정서는 자극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생리적 각성, 인지적 평가, 주관적 느낌, 행동경향성,
그리고 자극에 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을 포함
한다. 정서는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저해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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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로 강화되어 왔지만, 정서의 적응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서
는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며 특정한 행동 반응을 빠
르게 준비시키거나 억제시키며, 상황적 요구에 적절
한 인지적 양식을 형성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촉진하
며 기억의 증진에도 영향을 주며,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현재 상태를 알려줄 뿐 아니라, 관계가 잘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이지영, 권
석만, 2006). 개인에 따라 정서경험은 다양하기 때문
에 정서경험의 요인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개인 자
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적
응과 부적응의 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
Clore와 Gohm(2000)은 정서 관련 정보처리에 관
여하는 개인차로서의 세 가지 정서경험 특성으로 정
서인식의 명확성, 정서 주의력과 정서 강도를 들고
있다. 이들은 정서경험의 개인차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데 상이한 차이
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개인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 정서변인은 ‘정서인식의 명
확성’과 ‘정서강도’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
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가 반
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강렬하게 정서를 경험하는데 반
해 어떤 이들은 매우 약하게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
다. 즉 사람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자신과 타인의 구체적인 정
서를 인식하고 구별하며, 설명하는 능력으로서 정서
를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
를 평가하고 인식하는 이러한 정서인식 명확성 능력
은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Mayer
& Salovey, 1990), 개인의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적
응적인 특성으로 보고되었다(Eizaguieer et al. 2004;
Grabe,

Spittzer,

&

Freyber,

2004;

Swinkels,

예를 들면,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면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Giuliano, 1995).

기분에서의 회복하는데 더 용이하며,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와 정
서표현갈등이 감소된다(김미경, 1998; 이수정, 최요
원, 2004; 조성은, 2005; Colby & Emmons, 1994).
그리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사회적․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문제해결을 촉진시킨다(박경옥,
2006; Gohm, 2003). 즉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서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박경옥,
2006; Feldstein & Siegman, 1987).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보면, 정서인식 명확성이 심리적 적응을
일관성 있게 예측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강도는 정서적인 사건에 대한 각성수준과 반
응성(Larsen & Diener, 1987)으로 정의한다. 같은 사
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정서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Diener, Emmons, &
Larsen, 1986; Diener, Fujita, & Sandvik, 1991;

은 정서강도가 신
체적, 신경증적인 증상의 측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며, 높은 수준의 정서강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정서강도를 보이는 사람들보다 자신 안
의 유도된 정서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
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정서강도는 정서표현과 유의
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고, 또한 외향성, 정서
적 안정성과 같은 성격변인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검
색 성향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Kring,
Neale, & Smith, 1994). 이러한 결과들은 명확하고
강한 정서의 체험이 자신의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상호 관련된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서강도의 적응적인 측면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좌절감,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공격적인 행동으
로 외현화해서 자신이 가진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Eisenberg & Fabes, 1992), 충동적이며 극단적
Esses, Haddock, & Zann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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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갈 수 있다(Gottman, 1996). 이렇게 정서강
도의 영향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엇갈리는 것은
정서적 각성이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지금까지 정서연구는 주로 단일 변인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정서변인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며, 연구결과들
이 보이는 비일관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최해연, 이
동귀, 민경환, 2008). 최근에 들어와서 정서변인들이
함께 연구되어서 서로 상호관련성과 관계패턴이 적
응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
면, 똑같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라도 약한 정도의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보다는 강렬
한 정서를 경험한 사람이 더 혼란스러워하며 정서의
영향력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Gohm, 2003). 따
라서 이러한 정서변인들을 각기 따로 단독으로 연구
하는 것보다는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최근 연구들로는 정서인식
의 명확성과 정서강도를 개인차 변인으로 하여 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살펴본 연구(조
소현, 2004)와 정서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서 스트레
스, 우울, 대인관계, 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박경옥, 2006; 박혜영, 2008; 조성은, 2005)등이 있다.
따라서 정서명확성의 인식과 정서강도를 따로 각각
보는 것보다는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한 개인의 정서
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정서강도는
강하게 느끼지만 정서 인식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Tice, Bratslavsky와 Baumeister(2001)의 정서조
절과 충동조절 간의 갈등 모델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보통 사람들 보다 더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한 정서 조절 욕구를 느껴 즉각적인 욕구를 만
족시키는 충동 행동인 컴퓨터 게임중독으로 연결되
는 것이다(조소현, 2004). Gohm(2003)과 조소현
(2004)의 연구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낮고, 정서
강도가 강하면 중독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

서강도를 정서경험의 개인차변인으로 포함하여 컴퓨
터 게임중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
도 면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
면, Diener, Fujita와 Sandvik(1991)의 연구에서 여자
가 남자에 비해 더 강한 정서강도를 보인다고 하였
고, 국내의 연구에서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
도가 우울, 자기 파괴적 행동, 정서표현, 공감에 미
치는 영향에 남녀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혜
영, 2008; 이동귀, 2008; 조성은, 2004; 조소현, 2004).
또한 정서 인식의 수준이 한국 중년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경자, 이승미,
2005)와 가장 최근에 보고된 초등학생의 정서적 특
징들이 성별에 따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김 원, 2008)도 있다. 윤재희(1998)는 인터넷 중독집
단은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더 충동적이고 경험추구적인 반면, 남성
은 지루함을 싫어하고 욕구억제가 낮고 욕구를 더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정서변인과 컴퓨
터 게임중독측면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경험에 따라 어떤 집
단이 형성되는지, 각 집단이 컴퓨터 게임중독측면에
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서유형을 구별해 주는 선행연구로서 Gohm(2003)
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
서강도, 정서주의를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
과 네 가지의 유형을 도출했다. 정서 인식의 명확성
은 높고 정서강도는 약한 집단을 “안정적인 집단
(cerebral)", 정서인식의 명확성도 낮고 정서강도도
약한 집단을 "무딘 집단(cold)", 정서인식의 명확성도
높고 정서강도도 강한 집단을 "격렬한 집단(hot)"이
라 하고, 정서강도는 강하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은 낮
은 집단을 “압도되는 집단(overwhelmed)"으로 분류
했으며, 특히 “압도되는 집단(overwhelmed)" 에 속

36
-

아동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컴퓨터 게임 중독간의 관계

하는 개인의 경우, 정서조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
기 때문에 정서를 즉각적으로 달래는 수단으로써 중
독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소현(2004)의 연구에서도 압
도되는 집단(overwhelmed)이 자기 파괴적 충동 행
동(폭식, 중독적 인터넷사용)을 보이고, 안정적인 집
단(cerebral)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 파괴적 행동
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동
을 대상으로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현상을 ‘정서인식
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라는 두 정서 변인과 관련
지어 보고된 바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중독과 Clore와 Gohm(2000)이
말한 정서 관련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개인차로서의
정서 경험의 특성인 정서인식과 정서강도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과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더 나아가 아동이 학
교 적응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초등학생의 놀이문화를 긍정적
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컴퓨터 게임중독
수준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그리고 컴퓨터
게임중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정서경험(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에 따
른 군집양상은 어떠한가?
4. 정서경험 군집에 따라 컴퓨터 게임중독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

방법
연구대상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총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전부 회수하였으나
검사문항이 누락된 경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
를 제외하고 총 404명(남 202, 여 202)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측정도구
정서강도척도(AIM)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
(TMMS)가 아동용 척도로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연구로 초등학생 5, 6학년생 32명을 대상
으로 학생들이 설문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정서강도 척도
Larsen과 Diener(1987)가 개발하고 김은숙(1997)이 번
안한 정서강도척도(AIM-Affect Intensity Measurement)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정서체험에 있어서
의 크기 혹은 강도의 차이를 측정한다. AIM을 통해
서 긍정적 정서강도와 부정적 정서강도의 두 가지
정서강도를 얻을 수 있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까지 평가하는 5점 Likert형으로, 점수범위는 40～
200점이다. 주관적 경험(예: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나는 터질 듯 행복해지곤 한다), 신체적 반응(예: 내
가 초조해질 때, 나는 온몸이 떨린다), 인지적 수행
(예: 내가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제를 완수
했을 때 나는 희열을 느낀다)등의 정서적 반응이 표
출되는 다양한 경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서
적 반응양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
도는 .85이다.
(Affect Intensity Measures;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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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

와 Gaschke(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Salovey와 Mayer 등(1995)이 개발한 척도로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정서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요소는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기대이며 21문항(주의 5문항, 명확성 11
문항, 기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고 옥수정(2001)
이 수정한 척도에서 이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 11문
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형식은 5점 척도의 Likert형
의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대부분 내
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안다” “나는 쉽게 감정을 느
낀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
이다.
Mayer

컴퓨터 게임중독 검사

(Game

GAT)

Addiction

Test;

게임중독 검사(Game Addiction Test)는 게임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로서 윤재희가 Young의 인
터넷의 온라인 중독센터에서 제작한 인터넷 중독 설
문지를 다시 이소영(2000)과 백공주(2001)가 게임 상
황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게임사용과 관
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학업 부진, 가족이나 친구관
계의 소홀, 정서적 변화, 행동상의 문제 등을 대표하
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이 5점 척도로 20～100점
의 점수 범위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게임중
독 정도가 심각한 학생으로 해석된다. 문항의 예는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루라도 게임
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등과 같다. 본 연구
에서 3개의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중독적인 컴퓨
터게임 사용 .86, 컴퓨터게임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50, 컴퓨터게임 사용에 수반된 학업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 .81, 전체가 .92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
검증, 상관분석, 군집분석과 다변량분석(MANOVA)
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강도, 게
임중독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고, 성별간 변
인들간의 평균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변
인들의 조합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집단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했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
을 기초로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게임중독수준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변인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위계적 군집방법인
Wards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 및 각 군집의 초
기 중심점을 결정한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각 군
집의 중심점을 비위계적 군집방법인 K-means방법의
초기 시작점으로 투입하여, 각 사례를 그 중심점을
향해 흩뿌리는 방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한
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방법을 많은 수의 사례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즉 사례 중 다른 대
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되는 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게임
중독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컴퓨
터 게임중독의 평균차이
성별에 따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및 컴퓨터
게임중독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서인식명확
,

,

38
-

아동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컴퓨터 게임 중독간의 관계

성에서는 남녀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서강도에서는 남녀별 유의미한 차이(t=3.48,
p<.001)를 보여주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강도를 나타냈다. 남녀에 따라 컴퓨터
게임중독과 그 하위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독적인 컴퓨터
게임 사용(t=6.24, p<.001), 사회적 고립(t=4.28,
p<.001), 행동상의 문제(t=5.14, p<.001), 게임중독
(t=6.09, p<.001)에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강도간의 상관은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r=.10, p<.05)을 보였다. 정서인식
명확성과 컴퓨터 게임중독 간에는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 (r=-.32, p<.01)을 나타냈으며 정서강도와 컴퓨
터 게임중독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다.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컴퓨터 게임중독 하위변인
들 간에는 중간정도의 부적상관을 보였다(r=-.23∼
-.30, p<.01). 또한 정서강도와 컴퓨터게임중독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r=.10,
p<.05) 행동상의 문제(r=.10, p<.05)에서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중독적인 컴퓨터게임사용과는
상관이 없었다. 즉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높을수록
게임중독에 빠질 위험이 적을 수 있다.

표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강도 컴퓨터게임중독의 차이
남(n=202)
변인
M (SD)
정서인식명확성
37.69(6.54)
정서강도
126.69(16.68)
컴퓨터 게임중독
51.10(14.68)
중독적인 컴퓨터게임 사용
21.76(6.98)
사회적 고립
5.08(2.13)
행동상의 문제
24.35(7.00)
1.

***

,

,

(n=404)

여(n=202)

t

37.59(6.59)

.36

131.98(16.08)

3.48***

42.13(14.90)

6.09

18.21(6.89)

6.24

4.10(1.93)

4.81

19.88(7.39)

5.14

M (SD)

***
***
***

p<.001

표 정서변인과 컴퓨터게임중독 변인들 간의 상관
게임중독
정서 정서
인식의 강도 중독적인 컴퓨터 사회적 고립 행동상의
게임 사용
문제
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
1
정서강도
.10*
1
중독적인 컴퓨터게임 사용 -.30**
.04
1
사회적 고립
-.23**
.10*
게임
.67**
1
행동상의 문제
-.30**
.10*
.81**
.69*
1
중독
-.32**
.07
전체
.95**
.77**
.94**
2.

*

***

p<.05, **p<.01

(n=404)

전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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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수준에 따른 군
집분석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를 군집변인으로 2
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
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가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개념적으로도 잘 설
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들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수준에 따라 분류해
볼 때 네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각 군
집에 해당하는 군집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
점(speed points)으로 삼아 2단계에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자를 해당군집에 최종 분류
하였다. 그 결과 군집1은 111명(전체의 23.2%, 남:67
명, 여:44명), 군집2는 165명(전체의 40.6%, 남: 83명,
여:82명), 군집3은 106명(전체의 29.3%, 남:42명,
여:64명), 군집4는 22명(전체의 6.9%, 남:10명, 여:12
명)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
을 이름을 정하기 위해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
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표4). 표준화된 점수이
므로 각 군집변인들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다.
군집1은 정서 인식의 명확성은 평균보다 높고 정서
강도는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안정적인 집단
(cerebral)”, 군집2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을 “무딘 집단(cold)”, 군집3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모두 평균이상인 집
단을 “격렬한 집단(hot)” 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군
집4는 정서강도는 평균이상이지만 정서인식의 명확
성은 평균이하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압도되는
집단(overwhelmed)” 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형태는 표3과 그림1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각 군집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각 군집내의 분포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 (3,
N=404)=9.52, p<.05).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녀
학생 모두 2군집(무딘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
2

남
여: 40.6%)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남학생
은 1군집(안정적인 집단: 33.2%), 여학생은 3군집(격
렬집단: 31.7%)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4군집(압도되는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
(남:5.0%, 여:5.9%)을 보였다.
( :41.1%,

그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1.

표 성별 각 군집의 유형 분포
남
여
전체
군집
유형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군집
67(33.2%)
44(21.8%)
111(23.2%)
2군집
83(41.1%)
82(40.6%)
165(40.6%)
3군집
42(20.8%)
64(31.7%)
106(29.3%)
4군집
10(5.0%)
12(5.9%)
22(6.9%)
3.

표 최종군집별 중심점
4.

군집1 군집2
(안정적
(무딘
집단) 집단)

정서
-1.23
-0.07
강도
정서인식
의
0.06
-0.24
명확성
군집크기 111
165
(명)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

군집3
(격렬
집단)

군집4
(압도
되는
집단)

1.20

2.05

0.41

-0.37

106

22

: M=0, S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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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집을 독립 변인으로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 결과 군집에 따른 정서 경험의 수준은 모
두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정서강도 면에서는
4군집, 3군집, 2군집, 1군집의 순으로 강도가 유의미
하게 높았다. 그러나 정서인식의 명확성 면에서는
군집1과 군집3이 군집2와 군집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군집별 정서경험 수준의 차이를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정서경험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군집과
컴퓨터 게임중독간의 관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수준에 따라 구성
된 네 개의 군집들 사이에 컴퓨터 게임중독 하위변
인의 평균점수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Box의 공분산행렬상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의 동
일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F(18,
27123)=1.72, P<.05〕,Mertler와 Vannatta(2001)이 제
안한대로 Pillai's Trace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하위군집에 따라 컴퓨터 게임중독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92, F(12, 1200)=43.98, P<.01, 부분η = .31〕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다변량분석의 결과를 살펴 보
면, 네 개의 군집은 컴퓨터 게임중독 하위차원에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어
느 군집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는 표 6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컴
(

)

퓨터 게임중독에서는 유의도 .05수준에서 군집4(압도
되는 집단)가 군집1(안정적인 집단), 군집2(무딘집단),
3(격렬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행동상의
문제에서는 유의도 .01수준에서 군집4(압도되는 집
단)가 군집1(안정적인 집단), 군집2(무딘집단), 군집3
(격렬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독적인 컴퓨터
게임사용에 있어서는 군집별 평균차이가 없었다. 요
약하면, 전반적으로 군집4(압도되는 집단)가 다른 집
단에 비해 게임중독과 사회적 고립, 컴퓨터게임 사
용에 수반된 학업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행동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군집별 정서경험수준 차이비교 표준점수
2.

(

2

그림 군집간 게임중독 평균비교 표준점수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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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군집별 정서경험 수준의 차이
군집1
군집2
(안정적)
(무딘)
구분
n=111
n=165
5.

M(SD)

정서
강도
정서인식
명확성

군집3
격렬)

(

n=106
M(SD)

M(SD)

107.64
(7.97)

126.36
(4.94)

37.84
(6.22)

군집4
압도되는)

(

142.11
(5.39)

35.96
(6.20)

40.01
(6.12)

n=22
M(SD)

F

Scheffe̷é

(3,400)

161.45
(10.04)

759.30

35.64
(8.77)

9.48

***

1<2<3<4

***

2,4<1,3

*** p<.001

표 각 군집별 게임중독 하위변인 및 게임중독 평균점수
6.

군집1
안정적집단)

(

중독적인
컴퓨터
게임사용
사회적 고립
행동상의
문제
게임
중독

(n=111)

군집2
무딘집단)

(

(n=165)

군집3
격렬집단)

(

(n=106)

군집4
압도되는 집단)

(

(n=22)

F(3,400)

é

Scheff

M(SD)

M(SD)

M(SD)

M(SD)

21.41(6.56)

22.72(7.71)

21.26(8.05)

25.23(7.50)

2.40

4.50(2.01)

4.64(2.03)

4.20(2.09)

5.55(2.04)

2.92

*

1,2,3<4

19.18(6.10)

20.40(7.33)

19.20(7.42)

24.77(7.68)

4.48**

1,3,2<4

45.10(13.59)

47.76(15.75)

44.66(16.30)

55.09(15.05)

3.50*

1,2,3<4

*p<.05, **p<.01

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정
서경험의 특성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를 중심으로 컴퓨터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성차에 따
라 살펴보았고,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평
균을 중심으로 정서경험의 군집양상과 군집에 따라
컴퓨터 게임중독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및 컴퓨터 게

임중독 수준의 성차에 있어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남녀별 차이가 없었고, 정서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 게임중독에서는
하위변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값이 높
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게임중독 수준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더 낮으며, 정서 강도는 더 강
하다(박혜영, 2008; 조성은, 2005; 조소현, 2004;
Diener, Fujita, & Sandvik, 1991; Gohm, 2003)는 결
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정서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의 연구와 일
치하지만 정서인식의 명확성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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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
행연구들이 주로 대학생 또는 중년의 남녀를 대상으
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겨우 혼합 정서에 대
한 이해를 시작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혜영(2008)의 연구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중년집단이 청년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뒷받침해주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경
향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컴퓨터 게
임중독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정숙, 2005; 이송선, 2000; 전은희,
2006; 정철수, 2004; 조소현, 2004)에서의 결과를 지
지해주며, 게임중독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공격성과, 폭력성이 높아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
이 더 강하다는 연구결과(김정숙, 2005; 이송선,
2000; 전은희, 2006)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남녀 아동 모두 자신의 정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여학
생이 부정적 정서를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으
니, 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남학
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중독을 대체할만한 다
른 건전한 놀이문화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
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는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
을 보였고,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컴퓨터 게임중독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정서강도와 컴퓨터 게임
중독 간에는 하위요인별에서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
이 나타났다.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 강도가 낮
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정서강도는 부
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심재인, 조한익, 1999; Colby & Emmons,
1994)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
빈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경
험 빈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 관련지어 서로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컴퓨터 게임중
독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소현(2004)

의 연구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중독적 인터넷 사
용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정서중심치
료와 게슈탈트 치료에서처럼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
지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치료의 근간을 이루듯이
정서인식의 명료화가 컴퓨터 게임중독 같은 자기 파
괴적인 부적응적인 행동 감소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한 개인은
정서에 수반되는 신체적 각성 상태를 느끼고 경험하
지만, 정서조절의 문제 상황에 처할 때 오히려 그
상태가 어떤 정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충분히 인식하고,
명료화함으로써 그 정서를 다룰 수 있고, 문제에 처
해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
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으로 유
능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잘 자각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도와주므로 성취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이주일, 1998). 결국 아동의 컴퓨터 게
임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감성지
능 중에서도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강도와 컴퓨터 게임중독 간에
는 전체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
회적 고립, 행동상의 문제 등의 하위요인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조성
은, 2005; 조소현, 2004; 허승은, 2004; Eisenberg &
Fabes, 1992)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정서강도가
높은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최해연 등(2008)의 지적처럼 정서강도의 영향이 긍
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엇갈리는 것은 정서적 각성이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각 군집의 성별 유형분포와 군집별 정서경
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네 개의 집단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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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군집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고, 정서경험의 수준에서도 군집별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네 개의 군집은 안정적인 집
단(cerebral), 무딘 집단(cold), 격렬한 집단(hot), 압도
되는 (overwhelmed)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들(박혜영, 2008; 조성은, 2004; 조소현,
2004; Gohm, 200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런 네
개의 성별 군집유형의 분포는 남녀 학생 모두 2군집
(무딘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남:41.1%, 여: 40.6%)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1군집(안정적인집단:
33.2%), 여학생은 3군집(격렬집단: 31.7%)이 높은 비
율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4군집(압도되는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 (남:5.0%, 여:5.9%)을 보였
다. 남녀 학생모두 무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은 정서를 경험해도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Gohm,
2003), 발달시기상 초등학생 5, 6학년생들이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명확히 지각하고, 적절한 강도로 느
끼는 정서발달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두 번째로
많이 차치한 것이 격렬집단으로 정서가 오래 남아있
으며, 남학생들보다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
기임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하겠다. 그러므로 이 시
기부터 남녀별 발달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개인 상담
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론을 성
차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통해 후
속 연구에서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한편
군집에 따른 정서 경험 수준의 차이는 각 군집을 독
립 변인으로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종속
변인으로 한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한
결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정서강도에
서는 4군집(압도되는 집단), 3군집(격렬한 집단), 2군
집(무딘 집단), 1군집(안정적인 집단)의 순으로 강도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
들은 정서에 무디거나 안정적이기보다는 정서에 의
해 압도되거나 격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서인식의 명확성에서는 1군
집(안정적인 집단)과 3군집(격렬한 집단)이 군집2(무
딘 집단)와 군집4(압도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서에 무디거나 압도적으로 경험하기보다
는 안정적이고 격렬한 사람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수준에 따른
군집별로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 분석에서는 정
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 두 변인을 묶어 게임중
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게임중독 하위변인
인 사회적 고립, 게임중독, 행동상의 문제에서 압도
되는 집단이 안정적인 집단, 무딘 집단, 격렬 집단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압도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컴퓨터 게임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고
립, 컴퓨터게임 사용에 수반된 학업적, 신체적, 정서
적 문제행동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소현(2004)의 연구와 일치하며,
박혜영(2008)의 연구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낮고,
정서 강도가 높은 집단이 개인적인 고통을 크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이런 의미에서 압도되는 집단의 경우, 적극적으
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할 수 있는 판단력(자기 조절력)이 느려져 정서조절
에 실패함으로써 자신 안에 유발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만족하려는 컴퓨터 게임중독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정서인
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높은 정서 강도는
컴퓨터 게임중독 같은 부적응 행동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안정적인 집단과 격렬한
집단이 게임중독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다
른 두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정서인식의 명확
성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동요될 만한 상황에 직면했
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동요하는 폭이 적고 이성적
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고(Larsen &, Diener)
1987),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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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서를 긍정적이고 생산
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안혜영, 2003),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함, 즐거움을 갖게 되어 게임중독의 취약성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격렬한 집단
의 경우, 정서인식이 높은 상태에서의 강렬한 정서
의 체험은 오히려 정서를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박혜영, 2008; 조소현,
2004), 개인의 동기체계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촉진
하는데 적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좀 더 적응적인 조절양식을 택하는 경
향이 있어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Giuliano & Swinkels, 1995). 따라서 정서강도는 긍
정적인 정서이건 부정적인 정서이건 상관없이, 정서
상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켜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정서의 경험의 강
도가 높은 경우에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 개인이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
다면 컴퓨터 게임중독에 빠져들 위험성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정서강도와 같은 정서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은 반성적인(reflective)의식을 가져오는데 정서경
험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실
들을 연결짓고 능동적으로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험을 이해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정서적 사건을 더 견딜만하
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Pennebaker,
1995).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같은 능력의 결함은 정
서적 정보처리를 차단, 과도한 스트레스사건에서 심
리증상의 발달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Josephs,
Williams, Irwig, & Cammock, 1994)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최해연 등(2008)과 같이 군집3과 4
모두 정서강도가 높지만, 이것이 적응적일수도 부적
응적 일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국내에서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강도가 대
인관계, 우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박경옥, 2006;

조성은, 2005)과 공감, 자기 파괴적 행동 등에 미치
는 영향(박혜영, 2008; 조소현, 2004)에 대한 연구들
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두 정서경험의 변인을
컴퓨터 게임중독이라는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정서변인과의 관계에서 컴퓨터 게임중독과 같은 부
정적 변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비교 검증함
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컴퓨터
게임중독과 같은 취약집단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예방적 접근 또는 상담과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주로 임상적
문제가 없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집단이나 더 세분화된 배경
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반복검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자기보고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사회적 바람직
성이 작용하여 자기보고는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
으며, 일관되게 답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직 자아정체감이나 정서상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방법들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정서 경험 군집에 따라 컴퓨터 게임중독이
라는 하나의 변인만을 가지고 검증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부적응적인 변인들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
며, 정서변인들 중에서도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같은
변인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매
개요인이나 중재변인 등도 고려해서 정서경험과 컴
퓨터 게임 중독과의 관계를 더 심도 깊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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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ooked into how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intensity from among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perience are related to computer game addiction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against 404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 Also, the study aimed to seek ways to help children who
are experiencing poor adaptation like game addiction by discovering the difference shown in computer
game addiction according to the pattern and level of clusters and a profile by cluster in emotional
experience, revealed around the average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intensity. With collected data,
by using the SPSS 15.0 program, undertook the t-test in order to determine any difference in the average
among each of the variables between genders. In addition, so a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among
research variables (emotional clarity, emotional intensity, and computer game addiction), the study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Then, the study performed a 2-step cluster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cluster pattern distribution by gender and a cluster profile, focusing on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intensity, and also carried out a one-way ANOVA so that it could discover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emotional experience by cluster, more in depth. A result of reviewing obtained four types of groups
including a cerebral group, a cold group, a hot group, and an overwhelmed group. Next, in order to
determine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game addiction among clusters separated by a cluster
analysis, the study undertook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An overwhelmed group
with higher emotional intensity and lower emotional clarity relative to the other three clusters, was found
to be highly probable to experience social isolation due to game addiction and the use of computer games
as well as difficulties with scholastic, physic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accompanying the use
of computer games. Ther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actically classified a group vulnerable to game
addiction that seriously threaten child development, and proposed basic necessary data for use in adequate
counseling and guidanc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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