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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게임장애 실태를 파악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생활습관과 인터넷게임
장애의 관계,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생 1,154명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인터넷게임장애 비율은 14.0%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는 인터넷게임장애와 
정적상관을 보여,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사건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긍정적 지각이 부족할수록 인터넷게임
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및 인터넷게임장애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부모, 친구, 주요한 타인의 지지가 각각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았으며, 인터넷게임장애도 낮았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에는 인터넷게임장애의 정도가 낮았다. 다섯째, 대학생의 생활습관 중에
서 알코올중독의심 비율이 인터넷게임장애군에서 비장애군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끝으로, 연구결과와 
대학생 인터넷게임장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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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Internet gaming disorder in 
university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social support, lifestyle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and the medium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The main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of 1,154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re as follows.

First, the prevalence of Internet gaming disorder among university students was 14.0 percent, which 
is very high. Second, the perceived str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 gaming disorder. 
The more negatively perceived stress events occurred by university students, the higher the degree of 
internet gaming disorder was. Third, social suppor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The higher the support of parents, friends, and others, the lower the 
perceived stress and the lower the internet gaming disorder. Fourth,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Even though stress was 
negatively perceived, the degree of internet gaming disorder was low when social support was high. 
Fifth, among the lifestyle habits of students, the rate of alcoholism was higher in the Internet gaming 
disorder group than in the non-disorder group. Fin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ways to prevent 
Internet gaming disorder among university students were discussed.

■ keyword :∣University Student∣Internet Gaming Disorder∣Game Addiction∣Perceived Stress∣Social Support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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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게임은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에서 주요 이용되는 

콘텐츠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만3~69세 조사 대상
자의 74.1%가 주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었다. 2019년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0∼19세는 
30.2%, 20대는 25.2%, 30대는 18.9%, 40대는 16.8%, 
50대는 15.6%, 60대는 14.9%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유치원생 21.4%, 초등학생 24.4%, 중학생 34.7%, 고등
학생 29.4%, 대학생 25.5%로 전 학령에서 20%이상을 
보였다.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의 70.4%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82.2%로 나타
났다. 학령별로 게임사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생의 
59.5%, 초등학생의 92.8%, 중학생의 95.4%, 고등학생
의 90.4%, 그리고 대학생의 91.7%가 게임을 사용하고 
있었다[1].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
는 사람들에게는 짜릿한 쾌감을 주고, 새로운 대인관계
를 형성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
는 정도에서부터 강박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병적으로 
게임에 집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해, 게임중독이
라는 이름으로 게임의 역기능이 표현되고 있다. 
Young(1998)은 온라인 게임중독에 대하여 물질중독
의 유사함을 강조하면서 중독적인 행동양상을 보인다
고 하였다[2]. 

대학생은 지위적 특성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학업 시스템의 적응,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하
여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
스를 경험하듯이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는 가와, 어떤 사회적 
지지를 받는 가에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이 달라질 것이
다. 또한, 대학생의 높은 게임 이용률(91.7%)과 높은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25.5%)은 대학생의 게임사
용장애에 대한 예방과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게임사용과 스트레스 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

펴봄으로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019년 WHO는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Gaming disorder)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
(ICD-11)에 포함시켰다[3]. 이 개정안은 2022년에 발
효되며 WHO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ICD-11은 게임이용 장애
(gaming disorder)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
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
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 진
단 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
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4]. 

미국정신의학회는 ICD-11보다 시기적으로 6년 전에 
개정된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에 
연구를 위한 진단 기준을 제안하는 형태로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를 새롭게 추가하였
다[5]. 게임장애 관련 연구들이 DSM-5가 제안한 준거
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어, 이 결과들이 인터넷게임장애의 정식 장애 등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SM-5는 인터넷게임장애
를 9가지 준거로 제안하고 있다. 준거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게임내용을 생각하며 하
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만족을 얻기 위
해서 이전보다 더 오래 혹은 더 자주 게임을 하는 것. 
게임을 할 수 없을 때나 게임 사용량을 줄이려고 할 때 
불안, 안절부절 못함, 초조함, 손떨림 등 부정적인 심리
적/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 게임사용 조절을 실패
하는 것, 죄책감이나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줄이
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는 것, 게
임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 게
임사용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게임 이외에 
자신의 취미나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관계, 직업, 교육, 경력에 부정적 영향이나 갈등이 있는 
것이다. DSM-5는 지난 1년 동안 위의 9개 진단준거 
가운데 5개 이상이 충족될 때 인터넷 게임 장애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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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제시하고 있다[5][6]. 
스트레스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험되는 긴장으

로,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여 개인을 압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는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현
실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과 인
터넷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게임중독과 함께 연
구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부
모 스트레스로 스트레스의 종류에 초점을 두었다
[9-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종류의 정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사건을 개인이 어
떻게 지각하는 가에 중점을 두는 지각된 스트레스 개념
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
(stressor)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이므로,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임에도 성격, 대처능력 등 개인내적 변인
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는 달라질 수 있다[13]. 지각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스트레스보다 건강과 관련한 결과
를 더 잘 예측하며[14], 일상적인 사건에서의 스트레스 
경험과 신체적, 심리적 질병의 예측 변인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15].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6]. 

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유현주와 김호
영(2018)은 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기보다는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사용을 매개함으로써 인터넷 게
임 중독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매개변인
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
넷게임중독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7]. 그
밖에, 게임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대학
생들이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
다고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되
었다[18].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타인으로부터 제공
되는 물질적․심리적 도움으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
호작용이며[19], 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20].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주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긍정적 자원(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
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을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 하여 
사용하였다[21]. 사회적 지지와 게임중독성은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22]. 사
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낮은 집단에 비해 
외톨이 성향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장애와 지각된 스트
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17].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인터
넷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
스와 인터넷중독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는 일상스트레스, 인터넷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24],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물
질추구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일상적 스트
레스와 물질추구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생활 맥락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모, 친구, 중요한 타인의 
지지에 따라서 인터넷게임장애 특성이 달라진다고 가
정하여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인터넷게임장
애와의 관련성과 사회적 지지가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넷 및 게임중독과 생활습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
구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취침시간, 운동, 건강에 대한 
관심 등 기본생활 습관과 건강관심도, 질병발생도, 신체
변화 관심도에서 인터넷중독 집단에 비해 비중독 집단
의 건강 생활실천 점수가 높았다. 즉, 인터넷중독은 체
력 및 건강생활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과 
건강습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터넷게임중
독과 시력저하, 다른 질병(손목의 통증, 목 통증, 허리 
통증, 영양실조, 빈혈 등), 수면 방해, 식사 방해, 야외운
동시간 감소율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7]. 또
한, 대학생의 흡연 및 음주경험과 인터넷중독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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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세 변인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
났고[26],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인터넷중
독과의 관련성만 보고하거나[29], 음주경험과 인터넷사
용과의 관련성만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30], 반면에 인
터넷중독과 음주경험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
도 있었다[31]. 이와 같이 인터넷중독과 물질중독과 관
련성은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인
터넷게임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서 생활해야하는 대학생들의 아침식사횟수, 흡연, 수면
시간, 음주와 같이 대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게임중독 대학생의 생활습
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인터넷게
임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
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
임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과 인터넷
게임장애 대학생들의 생활습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3.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로 인해 인터넷게임장애로 나
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대학생들
의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인터
넷게임장애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인터넷게임장애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개입 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인터넷게임장애 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인터

넷게임장애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가?
넷째, 인터넷게임장애가 있는 대학생들과 없는 대학

생들의 생활습관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3

월에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이버 
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에 응답하는 참가자 중에 100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음료쿠폰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총1,15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2.1 인터넷 게임장애 척도
한국판 인터넷 게임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Internet Gaming Disorder Scale, K-IGDS)는 
Lemmens 등(2015)이 DSM-5 진단준거에 따라 개발 
및 타당화한 인터넷 게임장애 척도를 조성훈, 권정혜가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6][32]. DSM-5
에 제시된 진단준거를 평가하기 위한 9개의 하위요인, 
27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게임 관련한 경
험을 0점(전혀 그런 적 없다), 1점(1년에 1-4번 정도 
그랬다), 2점(1년에 5-11번 정도 그랬다), 3점(한 달에 
1-3번 정도 그랬다), 4점(1주에 한 번 이상 그랬다), 5
점(매일 또는 거의 매일 그렇다)까지의 6점 리커트 척
도 방식이며,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계는 0점
에서 162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
넷게임장애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절단점수는 48점
으로, 48점 이상을 인터넷게임장애군, 48점 미만을 비
인터넷게임장애군으로 구분한다. Lemmens 등(2015)
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4였으며, 조성훈과 권정혜
의 연구에서는 .96이었다[6][32]. 본 연구에서 전체 척
도의 내적일치도는 .952로 높게 나타났다.

2.2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Cohen, Kamarak,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
정한 척도로, 국내에서 이정은(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3-35]. 스트레스 자각 척도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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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각 항목은 최근 1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기분과 생각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꼈는지를 평가한다. 본 척도는 “최근 1개월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
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
나 있었습니까?”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Likert식 5점 척도(0 = 전혀 없었다 ~ 4 = 매우 자주 
있었다)로 하며, 문항 4, 5, 6, 7, 8은 역으로 채점한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점은 
부정적 지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긍정적 지각의 결여
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포하고 있다. 

Cohen 등(198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78이었
으며[33], 본 연구에서는 .809로 높게 나타났다.

2.3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이 개발하

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
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36][37]. 총 12문항으
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한 타인지지에 관하여 각 4
문항으로 총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의 분포는 12점~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Zimet 등(1988)의 연구에
서 전체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신준섭과 이
영분(1999)의 연구에서도 역시 각각 .89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36][3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4 생활습관
인터넷게임장애군과 비장애군간의 생활 습관상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횟수, 수면시간, 흡연
유무를 파악하였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과 삶의 만족, 
알코올 중독을 조사하였다. 알코올중독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CAGE척도(CAGE, Cut down, Annoyed, 
Guilty, Eye-opener)를 사용하였다. CAGE는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을 선별하기 위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되

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알코올 문제를 발견하는 데에 
유용한 척도이다[38]. 문항은 척도 이름이 내용을 포함
하듯이, 단주에 대한 생각, 타인의 비난, 죄책감, 해장술
에 관한 총4문항으로, 응답에 대한 점수는 ‘예’라고 대
답한 경우에는 1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0점
을 부여한다. 총점은 0점에서 4점까지 분포하며, 2점 
이상일 경우 알코올의존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CAGE 점수가 2점 이상일 때 알코올의존 고의심군으로 
정의하고, CAGE 점수가 1점 이하일 때 알코올 비의존
군으로 분류하였다. CAGE를 활용한 연구들을 조사한 
메타연구에 의해 보고된 평균 내적일치도는 .74이며
[3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602로 나타났
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게임장애군과 비장애군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에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의 
내척 합치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등 기초적
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게임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39].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는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회귀분석
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2단계의 회귀계수 값이 3단
계의 값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터넷게임장애군 비율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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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전체 1,154명 중에 인터넷게임장애군
은 162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14.0%에 달했다. 인
터넷게임장애군과 비장애군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게임장애군은 남성의 24.9%, 여성의 
11.2%가 게임장애군이었다. 남성의 인터넷게임장애군 
비율이 여성의 게임장애군 비율보다 2배정도 더 많았
다. 인터넷게임장애군과 비장애군은 나이, 학년, 거주형
태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비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표 1]. 주거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생활비 
단위별로 인터넷게임장애군 비율을 보면, 생활비가 20
만원 미만인 학생 중에 인터넷게임장애군은 23.8%로 
더 많은 생활비를 받는 학생들 중에 인터넷게임장애군
비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터넷게임장
애

(n=162) 
n(%) or 

Mean±SD

비인터넷게임
장애

(n=992) 
n(%)

or Mean±SD

전체
(N=1,154) 

n(%)
or 

Mean±SD

χ2/t

성별 남자 60(24.9) 181(75.1) 241(100) 29.76***여자 102(11.2) 811(88.8) 913(100)
나이 22.26(2.1) 22.14(1.99) 22.1(2.0) .69

학년
1학년 45(27.8) 267(26.9) 312(27.0)

1.402학년 36(22.2) 205(20.7) 241(20.9)
3학년 39(24.1) 245(24.7) 284(24.6)
4학년 41(25.3) 273(27.5) 314(27.2)

거주
형태

자택 108(66.7) 735(74.1) 843(73.1)

5.64
자취 26(16.0) 108(10.9) 134(11.6)

기숙사 26(16.0) 139(14.0) 165(14.3)
하숙 0(0.0) 1(0.1) 1(0.1)

친척집 2(1.2) 7(0.7) 9(0.8)
기타 0(0) 2(0.2) 2(0.2)

생활
비

20만원 
미만 19(11.7) 61(6.1) 80(6.9)

11.41*

20~40만원 72(44.4) 439(44.3) 511(44.3)

40~60만원 42(25.9) 352(35.5) 394(34.1)

60~80만원 18(11.1) 90(9.10) 108(9.4)

80만원 
이상 11(6.8) 50(5.0) 61(5.3)

*p < .05, ***p < .001

인터넷게임장애군과 비장애군 간의 게임장애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게임장애 총점의 평균값은 각각 66.57(SD=18.74), 
29.96(SD=4.96)점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인터넷게임장애의 9개 하위요인에서도 모두 인터넷
게임장애군이 비장애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2].

표 2. 인터넷게임장애 특성

요인
인터넷게임

장애
(n=162)

Mean±SD

비인터넷게임
장애

(n=992)
Mean±SD

전체
(N=1,154)
Mean±SD

t

집착
preoccupation 11.5(3.89) 3.73(1.56) 4.82(3.39) 44.681***

내성
tolerance 11.33(3.72) 3.74(1.65) 4.81(3.35) 43.37***

금단
withdrawal 5.84(3.64) 3.11(.48) 3.49(1.71) 22.49***

통제 실패
persistence 8.22(3.91) 3.29(.98) 3.99(2.43) 33.80***

부정적 기분의 
회피나 경감

escape
9.00(4.42) 3.65(1.63) 4.40(2.91) 28.19***

문제 인식에도 
불구한 지속적 

사용
problem

5.30(2.55) 3.17(.56) 3.47(1.31) 23.04***

기만/속임
deception 5.46(3.39) 3.13(.54) 3.46(1.59) 20.17***

흥미 상실
displacement 5.86(3.35) 3.15(.58) 3.53(1.66) 23.56***

대인관계 직업 
학업의 위태로움

conflict
4.06(2.75) 3.01(.18) 3.16(1.10) 11.79***

총점 66.57(18.74) 29.96(4.96) 35.12(15.22) 51.52***
***p < .001

2. 생활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는 횟수, 흡연 유무, 하

루 수면시간에서 인터넷게임장애군과 비장애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응답한 대학생의 
21.5%가 매일 아침을 먹고 있었고, 주 3~5일 아침식사
를 한다는 대학생은 28.8%로, 종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은 아침식사를 주에 절반 이상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
다. 하루 수면시간도 평균 6시간 20분 정도로 나타났
다. 흡연을 응답자의 8.8%가 하고 있었다. 단지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응답자가 인터넷게임장애군이 
23.5%, 비장애군이 1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으나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χ2= 3.76, 
p=.052)[표 3].

3. 스트레스요인, 사회적 지지, 전공 및 삶의 만족도
대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터넷게임

장애군은 대인관계, 자기계발, 취업문제 순으로 가장 많
았고 비장애군은 자기계발, 취업문제, 대인관계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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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지각된 스트레스정도에서는 인터넷게임장애
군이 비장애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4.19, 
p<.001). 사회적 지지에서는 반대로 비장애군이 인터넷
게임장애군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t=-4.42, p<.001).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주요한 타인지지에서도 비장애군
이 인터넷게임장애군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응답자의 23%가 전공에 
만족하고, 25.4%가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

 
표 3. 인터넷게임장애군의 생활 습관,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전

공 및 삶의 만족도

구분
인터넷게임

장애군
(N=162)

비장애군
(N=992) 전체 χ2/t

아침식사 
횟수

(n, %)

매일 41(25.3) 207(20.9) 248(21.5)

5.294
(p=.258)

주 3~5일 53(32.7) 279(28.1) 332(28.8)
주 1~2일 30(18.5) 216(21.8) 246(21.3)

한달에 2~3번 9(5.6) 89(9.0) 98(8.5)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없음
29(17.9) 201(20.3) 230(19.9)

흡연 유무
(n, %)

19(11.7) 82(8.3) 101(8.8) 2.09
(p=.148)143(88.3) 910(91.7) 910(91.2)

알코올중
독

(n, %)

고의심군 38(23.5) 170(17.1) 208(18.0) 3.76
(p=.052)비의존군 124(76.5) 822(82.9) 946(82.0)

하루 수면시간
(M, SD) 6.51(1.15) 6.38(1.08) 6.40(1.09) 1.404

(p=.161)
지각된 스트레스 (M, SD) 20.20(5.33) 18.27(5.44) 18.54(5.46) 4.19***

스트레스 
요인

(n, %)

대학생활적응 31(9.78) 184(9.86) 215(9.84)
대인관계 75(23.66) 368(19.71) 443(20.28)
자기계발 74(23.34) 462(24.75) 536(24.54)
취업문제 63(19.87) 428(22.92) 491(22.48)

경제적 어려움 29(9.15) 195(10.44) 224(10.26)
건강문제 12(3.79) 94(5.03) 106(4.85)

성과 이성문제 22(6.94) 83(4.45) 105(4.81)
가족문제 11(3.47) 53(2.84) 64(2.93)

사회적 
지지

(M, SD)

합계 45.38(8.66) 48.22(7.38) 47.82(7.63) -4.42***
가족 14.52(3.79) 15.70(3.23) 15.54(3.34) -4.23***
친구 15.39(3.17) 16.29(2.68) 16.17(2.77) -3.88***
타인 15.48(3.04) 16.22(2.81) 16.11(2.85) -3.09***

전공 만족 그렇다 46(28.4) 219(22.1) 265(23%) 3.14아니다 116(71.6) 773(77.9) 889(77.0)

삶의 만족 그렇다 48(29.6) 245(24.7) 293(25.4) 1.79아니다 114(70.4) 747(75.3) 861(74.6)

***p < .001

4. 인터넷게임장애,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삶의 만
족, 전공 만족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관계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

과, 인터넷게임장애 정도는 지각된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보
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 삶
의 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표 4].

표 4. 대학생의 인터넷게임장애,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삶의 만
족, 전공 만족의 상관관계

인터넷게임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전공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인터넷게임장애 1

지각된 스트레스 .156** 1

사회적 지지 -.174** -.454** 1

전공 만족도 -.051 -.261** .154** 1

삶의 만족도 -.069* -.442** .356** .425** 1

**p < .01 

5. 스트레스와 게임중독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스트레스가 인터넷게임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

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인 성별이 인터넷게임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에 따라 성별을 통제한 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절차는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3단계 
절차로 진행하였다[39].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47, p<.001). 2단계에서 독
립변인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인터넷게임장애에 미
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β=.19,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 지각된 스트레스와 매개변인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게임장애에 미치는 영향력(β=.14, p<.001)은 유
의미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
향은 2단계에 비하여 감소하여,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
스와 인터넷게임장애 사이를 부분 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19에서 .14로 감소하였
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는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3.418, p<.001). 매개변인
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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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가 인터넷게
임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 효
과를 보이고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표 5. 스트레스와 게임장애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인 B(SE) β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사회적 
지지

성별 1.342
(.498) .071

.209 153.57***지각된 
스트레스

-.649
(.037) -.465

2단계
독립 → 

종속

인터넷 
게임장애

성별 -7.853
(1.079) -.210

.067 41.554***지각된 
스트레스

.526
(.080) .189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인터넷 
게임장애

성별 -7.556
(1.077) -.202

.077 32.094***지각된 
스트레스

.380
(.090) .137

사회적 지지 -.223(.064) -.112

 ***p < .001

그림 1.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인터넷게임
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인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4년
제 대학생 1,154명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1,154명중에 162명(14.04%)이 
인터넷게임장애군이었으면 비장애군은 992명(85.96%)
에 달했다. 이는 조성훈과 권정혜(2017)의 연구에서 
7.1%가 인터넷게임장애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6]. 조성훈과 권정혜(2017)의 연구에서는 만19세에서 
만38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대상
군에서 차이가 인터넷게임장애군 비율의 차이로 나타
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게임이

용자 실태조사 보고서[34]에 따르면 10대의 게임이용
률은 91.9%, 20대는 86.9%, 30대는 84.4%로 나타났
고, 본 연구의 응답자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구
성되어 있어, 조성훈과 권정혜(2017)가 만 19세~39세
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게임장애 비율 보다 높게 나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6].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는 인터넷게임장애와 정적상관
을 보여,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사건을 부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긍정적 지각이 부족할수록 인터넷게임장애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많
을수록 온라인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조성훈, 2003)와 Velezmoro 등(2010)이 대학생
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과다사용하
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18][41]. 그러나, 유현주와 김호영(2018)의 연
구에서는 높이 지각된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 경향성을 높인다기보다는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사용이 그 사이를 매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에 취약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정도의 지각된 스트레
스를 갖더라도 개인이 어떠한 스트레스 전략을 취하는 
가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7]. 

대학생은 학업, 대인관계, 취업, 진로 등으로 스트레
스를 경험한다.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
하는 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
처방식을 교육하고, 인터넷게임장애 예방 콘텐츠나 상
담프로그램에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
각하고,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게임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스트레스 및 인터넷게임
장애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에서 부모, 친
구, 주요한 타인의 지지가 각각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
레스는 낮았으며, 인터넷게임장애도 낮았다. 이는 사회
적지지와 게임중독성간의 부적상관을 보고한 청소년 
대상연구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43-46]. 
대학생은 청소년보다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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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친구, 학교, 아르바이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대학생은 스스로 생활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 친구, 타인의 관심과 지
지가 인터넷게임장애 위험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지각된 스트레스와 인터넷게임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지각된 스
트레스가 인터넷게임장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가 그 관계에서 상승할 때 β=.19에서 β=.14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게임장애 증상과 부
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47]. 이는 인터넷
게임장애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방법으로, 부모, 친구, 
주요한 타인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게임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학업, 취업, 진로 고민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심리적, 정보적, 물리적 지지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인터
넷게임장애로 진입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
저 학생들이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상담교육과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생또래 상담자들을 
양성하여 친구들이 서로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하나의 지지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교
수들도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에
게 조언이나 평가를 하기 보다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교수들을 위한 상담기
술 교육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인터넷게임장애와의 관
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침식사횟수, 흡연, 수면시간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단지, 음주습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인터넷게임장
애 학생들의 알코올중독의심 비율이 비장애군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의 음주경험과 인터
넷중독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Greenberg, Lewis, 
그리고 Dodd(199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28].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대학생의 알코올 습득이
나 음주경험의 자율성이 인터넷게임장애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터넷게임장애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대학생의 생활습관 중에서도 음주행동과 그 결
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게임장애에 대한 DSM-5의 공식적인 준

거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인터넷게임장애 유병률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
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게임중독,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의 각각의 관계가 주로 연구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게임장애,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
회적 지지의 세 변인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
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학업 시
스템의 적응,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하여 고민
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
험하듯이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는 가와, 사회적 지지를 어떻
게 지각하는 가에 따라서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을 
먼저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방식과 제공되
는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대학생 전체
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표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인터넷게임장애군을 선별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사용하여, 실제 정신병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진단 인터뷰와 관찰자 
척도 등으로 장애군 선별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지각한 
정도, 사회적 지지와 같이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둔 변
인을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지각된 정서 변인
이 인터넷게임장애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
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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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지지, 즉, 교수, 관련 부서, 동아리, 상담지
원 등이 인터넷게임장애 및 다른 심리장애와의 관련성
을 살펴본다면, 학교 조직과 구성원이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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