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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게임 규제 정책
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논의 중인 기타 게임 규제 정책
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대한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이론
적 측면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게임 규제 정책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 및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정책·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융합적 접
근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Abstract  As online game addiction of youth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regulations restricting 
their game play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forced shut-down, selective shut-down, 
and other regulations have no effect, and theoretical debates about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lso continue. 
Therefore, this study theoretically re-examines the necessity of youth game regulations by the discuss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confirm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hange of youth’s game play time and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is inadequate so 
this study proposes reasonable improvement ways of them through convergent approach including leg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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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게임이용자의 부분인 청소년들은 장시간 게임에 노

출될 경우 건 한 정신 ·신체  발달에 유해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한다. 이에 제도  차원에서 인터넷게임 독

을 방⋅치유하기 한 여러 방책들이 제시되었는데, 

특정 시간 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 으

로 지하는 구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이 그 에 하나

이다(이하 소  ‘강제  셧다운제’). 뒤이어 게임이용시간

을 자율 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선택  셧다운제’가 도입 

되었고, 일정시간 동안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쿨링오 제’

나 ‘모바일 셧다운제’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2014년 4월 24일에는 헌법재 소가 ‘강제  셧다운제’ 내

용이 담겨 있는 구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에 해 합헌

결을 내리기도 하 다. 헌재는 “이 사건 지조항은 심

야시간 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정신 ⋅육체 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는 

독 상을 방지하여, 궁극 으로 청소년의 건 한 성

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독

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방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 이 정당하다.”고 하며 이를 해 “일정 시간 에 16

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 으로 

지하는 것은 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가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효성과 법성에 한 논쟁은 

여 히 뜨거운 상황이다[1]. 청소년의 게임 규제 정책 도

입 기부터 학계와 산업에서 도입 실효성에 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한국 산업의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 산업계의 입장에서 해당 규제는 반향을 일으

켰다[2]. 한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 던 외국에서

도 실효성의 문제와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수정 

는 폐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게임 규

제의 강화가 과연 합한 것인지에 한 지속 인 논쟁

이 있어왔다. 법률  측면에서도 개별 규제 정책이 서로 

다른 기 을 용하고 있어 일반인이나 게임 산업에 혼

란을 가 시킨다는 과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게임 이용 규제에 한 다

양한 기존 논의와 국내외 규제 황을 살펴보고, 실증 분

석을 통해 게임 규제 실효성에 해 재검토한다. 이를 통

해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법성과 실효성을 확인하

고, 기술, 정책, 법학 차원의 융·복합  에서 청소년 

게임 규제에 한 합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

구의 목표로 한다.

2.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과 효과

2.1 국내외 규제 현황

국내 게임규제정책으로는 ‘강제  셧다운제’, ‘선택  

셧다운제’, ‘쿨링오 제’가 있다. ‘강제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 주 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률 제10659호)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본 조항은 인터넷게

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  0시부터 오  

6시까지(이하 ‘심야시간 ’)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속이 필요 없는 휴 기

기 게임·콘솔게임·CD게임, 오락실용 아 이드 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은 규제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

우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 이 있다.

‘선택  셧다운제’는 지난 2012년 7월 문화체육 부 

주 으로 시행된 게임물 제한 조치로 게임산업법 제12조

의3 게임과몰입· 독 방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제1조 제3호에서 ‘선택  셧다운제’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는 청소년 본인 는 법정 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

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게임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는 게임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

할 때 입력한 법정 리인의 정보가 진짜 법정 리인의 

정보인지 확인하지 않으므로 만 20세가 넘는 자라면 

구든지 법정 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표

인 한계 으로 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

 종합 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쿨링오

제’(Cooling-off)는 아동·청소년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10분 후 1

회에 한해서만 속이 가능하고, 총 이용시간을 하루 4시

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강제

 셧다운제’의 용 범 를 모바일로 확장시키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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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한 진행 에 있다<Table 1>.

Forced

shut-down

Selective

shut-down
Cooling-off

Mobile

shut-down

Competent

ministry
MOGEF MCST MOE MOGEF

Legislation 2011. 11 2012. 7
Not 

enforced

Not 

enforced

Target Under 16 Under 18 Under 18 Under 16

Limitation
From 24:00

to 6:00

Depends on 

protector

Continuous 

2 h. 

Max 4 h. 

in a day 

From 24:00

to 6:00

Scope Online Online Online Mobile

<Table 1> Game Regulation Policies

게임 규제는 국외에서도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미국, 

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불법콘텐츠(도박, 포

르노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만을 구별하여 처벌하

고 있고, 게임은 인 문화·여가 콘텐츠의 하나로 인

식하고 있어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국의 경우 

피로도 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간 후 게임 내 보상(경험치 

 아이템 드롭률)을 하락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특정 장르의 게임에만 용 가능한 한계 을 가지고 있

었다[4]. 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

고 게임사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해 시스템 개발 

 장착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막 한 산

업  손실을 야기했다. 이에 최근 자율규제로 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2004년 게임이용 

지 법안이 제정되었다가 EU의 제소로 폐지되었고, 태국

의 경우 게임서비스 이용시간 제한과 같은 세부 인 사

항에 해서는 국가가 아닌 민간자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부분의 국가들이 게임 규제 정책을 시행하

으나 실효성과 법성의 문제로 규제를 하지 않거나 

합리 인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 에 있다.

2.2 규제 찬반론

2014년 헌법재 소는 ‘강제  셧다운제’에 해 법익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의 일반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 결

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해서도 여

히 비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규제 필요성에 한 

지속  논쟁이 재에도 오고가고 있는 이다.

청소년 게임 규제 찬성에 한 이론  근거는 억제이

론, 사회유 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다. 먼

 억제이론은 처벌을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방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인간은 행동에 따른 결과의 손

실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최 화 하려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한 처벌이 있을 때의 고통이라는 손실이 행 자

의 범죄를 억제하게 한다고 본다[5]. 따라서 이 이론에 따

르면 청소년의 게임 독으로 인한 늘어난 사회  문제를 

게임시간 통제와 련 기 의 처벌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유 이론에서는 주  사람들과

의 애정  결속력과 같은 유  여하로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6], 부모나 주  사람들로부터의 애정과 

심이 비행을 통제하고 조장할 수 있는데, 게임에도 동

일하게 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사

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사회에

서 합의된 게임 규제 원칙을 학습하면서 이를 자연스럽

게 따라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7].

반 로 아노미이론, 하 문화이론, 낙인이론 등의 

에서는 청소년 게임 규제가 부 함을 강조한다. 

Merton은 1930년  미국의 높은 범죄율과 하 계층의 

비행 등 미국사회에 부합하는 아노미 이론을 제시하 는

데[8], 해당 견해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스트

스를 풀거나 게이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게임규제는 그들에게 아노미 상태를 안겨주어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Cohen의 하 문화이론 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행 는 산층의 가치와 규범에 한 

항으로 정의되는데[9], 청소년은 독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소집단이며 게임 한 이들의 하 문화로 몇몇 사

회구성원의 그릇된 시선으로 그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다른 항의식을 심어  수도 있다. 낙

인이론에서는 일탈 는 범죄행동이 행 자의 심리  성

향이나 환경  조건 때문에 객 으로 발생되기보다 특

정행동에 한 사회문화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나타난

다고 본다[10]. 이 이론에 따르면 한번 일탈자라고 낙인

이 힌 사람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더 심한 일탈행동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통제의 범

 밖인 심야에 게임을 하는 행 를 통해 일탈 혹은 규제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낙인 히게 된

다면,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라는 자아 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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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일탈 행동을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법학 에서도 여러 가지 반  논거가 존재하는데, 

먼  게임을 즐길 권리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일반

인 기본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 심야시간  게임이 

독의 주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 부모의 자녀 교육

권을 침해한다는  등에서 ‘셧다운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규제를 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한데 해당 정보의 수집이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배

된다는 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을 

단하기 한 주민등록번호가 허 로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실성이 떨어지는 한계 한 존재한다. 게임 업

체들의 입장에서도 해당 정책 반 을 한 비용 한 큰 

부담이다. 실제로 게임산업 회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

입이 업계에 큰 비용 부담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 규제 효과

청소년의 게임 규제 효과를 규명하기 한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박문수 외 (2013)는 한국콘텐츠진

흥원의 2010∼2013년 동안의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강제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 다. 연

구 결과에 따르면 ‘강제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미세하게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이용 시간의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이  시간의 게

임 이용량이 늘어났다는 은 실제 효과가 없음을 시사

한다[11]. KISDI(2014)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 황 분석 

보고서에서도 ‘강제  셧다운제’를 용 상인 청소년들

은 부분 오  0시부터 오  6시까지 사실상 게임을 하

지 않는다고 조사되었고[12], 동기 의 2010~2012 3년 동

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 분석을 실시한 성욱

(2014)의 연구에서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 변화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

한편 이러한 규제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호 외(2014)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부모님

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속을 해본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즉 규제 상이 되지 않기 해 부모님

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게임 계정을 만든 것으로,  

다른 일탈행동을 유발한 것이다. 앞선 박문수 외 (2013)

의 연구에서도 통제 회피 성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시 (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게임 규제 강화

로 모바일게임, 스마트폰 메신 로 청소년 과몰입 상

이 이동하고, 청소년의 스트 스와 반발심 등이 더 유발

된 것을 확인하 다[15].

결국 ‘강제  셧다운제’의 정책 상자인 16세 미만 청

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고, 주민

등록번호 도용, IP해킹 등이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강제  셧다운제’ 효

과에 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고, 일부 연구는 소규모

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는 에서 분석 결과의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 이 있다. 한 효과에만 논의가 머물러 

있어 구체 인 개선 방안에 한 제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3. 실증 분석

3.1 연구 데이터

‘강제  셧다운제’와 ‘선택  셧다운제’의 시행이 청소

년 게임 이용 행태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기 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미디어 

패 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동 조사는 2010년부터 2013

년까지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동일표본을 상으로 축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구와 개인의 미디어 환경  

이용행태 변화를 추 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 자료이다. 

매년 6월 경 조사가 이루어지며 약 5천여 가구 10,000명 

규모의 응답자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량 표본을 

통한 종단  연구에 활용이 용이하다.

Category 2012012 2012013

Gender
Male 622(50.5%) 709(51.8%)

Female 610(49.5%) 659(48.2%)

Age

18 - 135(9.9%)

17 - 127(9.3%)

16 139(11.28%) 136(9.9%)

15 146(11.85%) 119(8.7%)

14 128(10.39%) 127(9.3%)

13 128(10.39%) 120(8.8%)

12 130(10.55%) 126(9.2%)

11 134(10.88%) 103(7.5%)

10 107(8.69%) 92(6.7%)

9 97(7.87%) 131(9.6%)

8 132(10.71%) 91(6.7%)

7 89(7.22%) 60(4.4%)

6 2(0.16%) 1(0.1%)

Total 1232 1368

<Table 2> Resear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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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셧다운’ 제도는 2011년 11월에 시작되었기 때

문에 시행 에 수집된 2011년도 데이터와 시행 이후의 

2012년 데이터를 통해 분석 가능하고, ‘선택  셧다운제’

의 경우에는 2012년 7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 가능하다. ‘강제  셧다

운제’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2011년과 2012년 모두 조

사에 참여한 만 16세 미만(2012년 기 )의 1,232명 동일 

표본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 고, ‘선택  셧다운제’의 경

우에는 만 18세 미만(2013년 기 )의 데이터만을 추출하

여 분석에 활용하 다. 체 표본의 성비나 연령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이후 분석과정에서 편향 샘 에 

따른 결과값의 오류는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표

본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3.2 기술 통계

분석 표본의 게임 이용 황을 살펴보면 체의 약 

55% 정도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셧다운제 시행 직  2011년의 경우 만 16세 미만

의 58% 정도가 하루에 한번이라도 게임을 한 반면, 시행 

이후인 2012년에는 소폭 감소된 54%(536명) 정도가 게임

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 18세 미만을 상으로 분석

한 2012년의 경우에도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치와 

유사한 53%정도 고, 2013년에는 소폭 증가한 55% 정도

가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게

임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연도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

으로 보 고, 2013년도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605분)정도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1].

 

[Fig. 1] Youth’s game play for 3 days

약 44%의 가구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제한 방법은 총 게임 이용 시간을 통제(29.5%)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게임 성격에 따라 통

제(24.6%)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

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만 게임을 허락하거나 게임의 폭

력성이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게임의 경우만 

지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속 차단 로그

램을 설치하여 통제하는 비율은 10% 정도로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보 는데, 이는 다양한 속 차단 로그램

이 존재하고 있어서 선택이 어렵고, 이를 효율 으로 설

정하기 해서는 컴퓨터 련 지식이나 차단 상 게임

에 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3 셧다운제 효과

셧다운제의 시행에 따른 ․후의 게임 이용 시간의 

차이를 통계 으로 확인하기 해 응표본 t 검정

(Paired t-test)을 수행하 다. ‘강제  셧다운제’의 효과

를 살펴보기 해 2011년과 시행 직후 2012년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

균 이용 시간이 약 8분정도 감소하 으나 p-value가 0.13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2011년 기 으로 평균치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

년들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약 2시간(3일 기 ) 정도 게

임 이용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택  셧다운제’의 경우에도 ‘강제  셧다운제’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Mean t Sig.

Forced

shut

down

Total

(N=1232)

2011 109.05
1.54 0.13

2012 101.53

Heavy user 

(N=480)

2011 247.75
15.64 0.00

2012 128.47

Selective

shut

down

Total 

(N=1368)

2012 99.43
-0.48 0.96

2013 99.67

Heavy User 

(N=520)

2012 237.56
15.54 0.00

2013 110.20

<Table 3> Paired t-test

<Table 3>에서와 같이 만 18세 미만 체 표본의 

2013년도 평균 게임 시간은 약 99분 정도 으나 이는 

2012년도와 비교하 을 때 유사한 수치로 유의미한 변화

는 아니었다. 즉, ‘선택  셧다운제’ 도입 이후에도 체 

표본의 게임 시간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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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game play of youth

그러나 ‘강제  셧다운제’와 동일하게 2012년 기  평균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약 127분이 유의

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Table 3>. 

그러나 평균 시간 이상으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의 

감소 추세 변화가 셧 다운제의 향에 따른 것인지 명확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 게임 이용 패턴의 변화를 추가

으로 분석하 다[Fig. 2].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새

벽 시간(24:00∼06:00)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약 

0.5%(5명)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 고, ‘강제  셧다운제’

의 시행에도 여 히 동 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 다. 이는 두 가지 시사 을 가지는데, 먼  ‘강제

 셧다운제’ 이 에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

분 제한 시간 내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행 제한 시간이 다소 비 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로, 소수이긴 하나 제한 시간 내에 일부 청소년들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제  셧다운제’의 상이 

되는 주민등록번호 인증 기반의 온라인게임 외에 다른 

게임을 했다는 것으로, ‘강제  셧다운제’가 근원 인 해

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다. 

즉,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정 시간

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범  밖의 체재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  셧다운제’와 련하여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일일 게임 이용 패턴을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선택  셧다운제’ 도입 이후인 2013년 에

는 청소년들의 게임 패턴이 오후에는 감소한 반면 오

에는 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  셧다운제’의 부작용에 따른 것일 수도 있

는데, ‘선택  셧다운제’로 인해 특정 시간에만 게임이 가

능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을 피하거나 굳이 차단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한 사각 시간인 오

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증가하 기 때문일 수 있다. 

3.4 가정 내 통제 효과

‘강제  셧다운제’와 ‘선택  셧다운제’ 시행 ‧후의 

게임 이용 시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두 제도가 체 청

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

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

의 게임 시간을 기 으로 어느 정도의 상 계가 있음

이 앞선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게임 규제 반 론  시각

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격권과 부모의 통제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재의 강제  규제는 문제가 있으며 과도

한 국가의 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취지는 가정 내 통

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으로 가정 내 게

임 규제의 향에 따른 게임 이용 시간의 변화 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 통제가 게임 이용 시간에 미치는 향과 셧다

운제도 시행의 향과 비교하기 해 공분산분석을 수행

하 다. 셧다운제 도입과 가정 내 통제 여부를 독립 변수

로 하여 이원화 설계를 하 고, 각 연구 표본이 응 표

본이 아닌 독립 표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구통계 학

 특성인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 다.

만 16세 미만의 표본과 만 18세 미만 표본을 상으로 

2회 분석을 시행하 는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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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통제 변수의 F값은 6.43, 유의확률이 0.01로 가정 

내 통제 여부가 게임 이용 시간의 감소치에 유의한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 내 통제 여부를 포함한 모든 독립 변수가 청소년들

의 게임 이용 시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정 내 통제가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

는 효과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고, 시간이 지날

수록 가정 내 통제 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통제를 벗어나기 한 자유 

의지가 강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제 회피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Source F Sig.

Corrected Model 29.38 .00

Intercept 234.76 .00

Year 2.01 .16

Family Control 6.43 .01

AGE 2.51 .11

SEX 136.57 .00

Year * Family Control .26 .61

<Table 4> ANOVA Result

4. 청소년 게임 규제 개선방안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 정책

들은 실효성 보다는 오히려 법률  혼란과 사회  비용

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

락에서 김재성 외 (2015) 연구에서는 셧다운제의 폐지와 

여러 안을 제시하 는데, 규제가 가지는 표면 인 통

제 효과와 게임 이용량이 많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행

태 변화를 볼 때 보다 합리 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 , 정책 , 기술  측

면에서의 청소년 게임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16].

4.1 게임 규제 법률의 일원화

청소년 게임 규제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제 상이나 규제범 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상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의 규제 상

연령  규제 상범  등을 통일하여 복규제를 피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강제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과 ‘게임산업진흥법(선

택  셧다운제, 만 18세 미만)'에서 명시한 청소년 연령

을 맞추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 논의되고 있는데, 어

린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 내 통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으로 기 을 통일하고, 모

든 게임에 한 통제가 아닌 게임등 을 참조하여 특정 

분류의 게임만 규제 상이 되도록 하는 논의 한 필요

할 것이다.

4.2 선택적 셧다운제의 보완

‘선택  셧다운제’는 ‘강제  셧다운제’에 비해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범 나 방법이 제한 이라는 에서는 

여 히 한계가 있다. 재의 ‘선택  셧다운제’ 내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가능 시간을 특정 시간이나 요

일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많이 제한

할 경우 부작용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 로 가능 시간을 

느슨하게 잡을 경우 게임 이용 시간 이에 따른 체 게

임 이용 시간의 감소를 기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더욱

이 자녀들의 시기별 특수성(시험 종료, 방학 등)을 반

하여 일시 으로 규제를 해제하 다가 다시 돌리기도 번

거로우며, 상하지 못했던 일정으로 인해 자녀와 약속

한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

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통제 방식이 총 게임 시간의 통제

이기 때문에 기간별 게임 시간 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

인 형태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한 ‘선택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이용 가능 시간 를 

제한하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이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청소년

들이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일시 으로 제한 해제가 가

능하도록 하는 탄력 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부모가 자녀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제한

의 방법과 범 를 자율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능동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4.3 게임 이용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선택  셧다운제’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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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첫째로 이용 차의 복잡성

이다.  체계는 부모가 게임 사이트에 각각 속하여 신

청과 설정 차를 반복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게임 

사이트별로 메뉴의 구조나 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게임이용확인서비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 이어서 장기 으

로 해당 서비스의 효과가 퇴색될 소지가 있다. 자녀가 가

입한 게임명과 사업자 정보, 표 연락처, 선택제 설정 게

임 사이트 주소 등 일부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에 재 이

용 여부나 이용 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게임 

사이트 내에 ‘선택  셧다운제’를 용하기 한 시스템 

개발과 이를 리하기 한 운 비용에 한 부담이 존

재한다. 이는 용 상이 재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되

어 있다는 에서 아 이드, 콘솔, 모바일 등 타 게임사와

의 형평성 문제나 과잉 규제에 따른 산업 발  해의 소

지가 있다는 우려를 더욱 가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Fig. 3] Integrated game management system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한 안으로 기존의 게임이

용 확인 서비스를 개편하여 부모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Fig. 3]

처럼 게임이용 통합서비스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 상의하

여 단일 창구에서 이용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게임사는 설정 정보만 달

받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이나 운 비용에 따른 

부담 한 일 수 있다. 장기  에서 향후 제도 개

편이나 ‘쿨링오 제’나 모바일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에

도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에서도 장 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게임 규제 황, 찬·반론  시

각 등을 심으로 이론  근거에 해 살펴보면서 실증

 차원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청소년 게임 규제의 비효

율성에 해 확인하 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강제

 셧다운제’와 ‘선택  셧다운제’ 모두 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 고, 특히 ‘강제

 셧다운제’의 경우에는 실효성 문제로 인해 행 제도 

유지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제  

셧다운제’ 도입 ‧후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의 변

화 여부와 심야 시간의 게임 이용 황 등을 볼 때 규제 

찬성론 입장에서 강조하는 청소년들의 보호와 수면권 보

장과는 크게 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그 한계를 정리

하 고, 한계를 극복하기 한 법·정책 , 기술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와 련한 기존 연구 

 실제 효과에 한 체계  정리와 함께 논의의 범 를 

‘선택  셧다운제’까지 확장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한 합리  개선을 한 구체  방안을 제시하 다

는 에서도 실무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 데이터의 

한계로 보다 엄격한 통계분석이 활용되지 못한 과 ‘쿨

링오 제’나 ‘모바일 셧다운제’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

지 못한 은 한계 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질 때 재 보류 

인 규제 정책의 도입의 타당성과 그 효과에 한 선행 분

석  측이 가능할 것이며,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

 아노미 상 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규제의 효과를 탐색하기 한 보다 정치한 계량 모형 제

시 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융·복

합  논의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복규제나, 사업자 

간의 평등과 같은 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 인 

안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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