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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등학생과 부모와의 계  부부간의 친 도가 

등학생 게임 장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학교생활  래집단의 요인을 통제한 

후, 성별 조  효과와 부모 간 계에 을 맞추었다. 연구 결과, 등학교 여학생은 엄마와

의 계가 할수록, 남학생은 부모 간 계가 좋을수록 게임 장애가 감소했다. 여학생은 어

머니에게 애정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  안정감이 높아져 게임 장애의 험 가능성이 낮아졌으

며, 남학생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으로 부부간 친 도가 게임 장애에 향 주었다. 

게임 장애 방을 해 부모 간 계의 요성에 해 논의한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theory of adolescent development, the study analyzed how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intimacy between 

the parents affects elementary school children's gaming disorders.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different gender eff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loser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of elementary school girls and 

th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of boys were associated with the lower 

the gaming disorder. The significance of study is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in preventing gaming disorder.

Keywords : Gaming Disorder(게임 이용 장애), Adolescent development theory(청소년 발달

이론), Parental relationship(부모 계), Affectionate(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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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연구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 10명  7명의 게

임 이용 시간이 늘었고, 모바일 게임 시장의 수요

가 2019년과 비교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일반인의 70.5%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물론, 체 게임 이용률에서 여성보

다는 남성이, 30  이상보다는 20  이하에서 상

으로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게임은 어

린 학생들만의 유물이 아닌 모든 성별과 연령

에서 쉽게 하는 문화 콘텐츠임이 분명하다[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은 아직 부

정 인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WHO등은 게임 

독을 질병으로 단하고 높은 아동  청소년 게

임 독률에 해 우려하고 있다[3]. 게임 산업이 

매우 많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와 같은 

부정  시선은 게임 이용 장애를 지나치게 의료 

심  근으로 강화하고 부정  향과 폐해의 

최소화를 한 다양한 근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

다[4].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률이 높다는 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자의 학교생활이나 래  가정 

계 연구를 심으로 게임 장애를 야기하거나 

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5,6,7]. 기존 연구에

서는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님과의 사회인구학  

요인과 게임 장애의 계를 함께 고려하긴 했으나 

부모 간의 계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 감이 

등학교 학생의 게임 장애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는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된 부모와의 계  학교생활 요인  변수

를 통제하여 부모 간 계와 등학생 게임 이용 

장애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게임 이용 장애 연구는 게임이용자의 심리  요

인과 사회인구학  요인, 이용행태 요인, 인 계 

요인 등에 집 되어 있다[8]. 심리  요인으로는 

자존감이 낮거나, 학업 스트 스가 높은 경우, 우

울함이나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 게임 장애의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9,10,11,12].

사회인구학  요인으로는 남자 학생이 여자 학

생보다 게임 장애에 빠지는 경향이 강했다[13]. 특

히 연령이 게임 장애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지만[2,7,14,15,16], 연령보다는 청

소년 발달단계로 나 어 환경  특성을 고려한 변

인이 설명력이 높았다[17]. 학생과 등학교 고

학년 순으로 과몰입 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그보다 은 것으로 조사 다.

이용행태 요인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독되는 이유는 스트 스와 우울함, 불안감과 같

은 부정  정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 이 원인이

라고 말한다[18,19]. 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게임을 하며 성취감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재 

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20].

게임 이용 장애의 요 요인  하나는 학교생

활, 래, 가정 계 등 등학교 학생의 인 계

이다. 인 계 요인이 심리와 게임 장애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는 기존 연구가 다수 있었다. 특

히 고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가장 요한 환경

 요인이 되며, 교우 계나 선생님과의 계가 이

루어진다. 부모나 학교 친구 등의 사회  지지 부

족이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문제행동이론을 심으로 사회  지지를 받는 것에 

한 욕구와 필요성이 요하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심리  상실 보상을 받기 해 게임에 

독될 험이 크다[21,22,23].

청소년 스트 스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을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경향성으로 검증했다. 

성별에 따라 남자 청소년은 사이버 폭력 행 로, 

여자 청소년은 게임 장애가 강화된다는 경향성을 

밝혔다[24]. 본 연구는 등학생을 심으로 성별 

차이에 따라 부모님과의 계와 게임 장애가 어떤 

계가 있는지 악할 것이다. 특히 사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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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인으로 학교가 가장 표 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  교우 계  선생님과의 계, 그리고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가 등학생의 게임 이용 장

애와 어떤 계성을 갖는지 검증할 것이다.

한 등학생들의 가정 내에서의 인간 계에 

을 맞추어 등학생 본인과 어머니 는 아버

지와의 계가 어떤 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래 계와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를 성

별의 차이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단순하고 낙천 이며 가정에서 정  경험

을 더 많이 한다고 하 고[25,26],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달리 학업성취나 부모 계, 

래 계에서는 여학생이 성취에 집 하며[27] 인

간 계에 있어 심리  안정감을 받는 것으로 보인

다[28]. 본 연구는 이러한 성별의 차이에 따른 효

과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

정하 다.

연구 문제 1: 등학생들의 학교 내 인간 계와 

게임 이용 장애는 성별에 따라 어떤 계가 있는

가?

 

가설 1-1. 교우 계가 좋을수록 게임 이용 장

애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 선생님과의 계가 좋을수록 게임 이

용 장애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3.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는 게임 이용 

장애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 등학생들의 가정 내 인간 계와 

게임 이용 장애는 성별에 따라 어떤 계가 있는

가?

 

가설 2-1. 나와 어머니와의 계가 좋을수록 게

이용 장애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나와 아버지와의 계가 좋을수록 게

임 이용 장애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모 간의 계, 부와 등학생, 모와 등

학생의 계가 게임 이용 장애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많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을 넘어선 가족 련 요인 분석이 요하며[5], 

가족과 심리학  특성이 게임 독의 요한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29, 30]. 특히 부모님과의 계

가 좋지 않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게임에 

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에서[6] 부모님과의 

계 는 향력이 게임 독과 높은 인과 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과의 계는 결국 부부간의 갈등 는 결

혼 만족도가 원인이 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와 자녀 간의 계 경

험에 상호 연 이 있다는 연구와[31], 부부 계의 

감정  갈등과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한다는 연구는

[32]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와 부모의 계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혼 만족도와 자녀와의 계를 비교한 연구[33]

와 부부갈등이 높으면 자녀의 스트 스가 높아지

고, 사회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34], 부부 계

가 좋지 않으면 아동의 우울감과 행동 문제가 발

생한다는 연구[35]에서는 부부 계가 청소년의 심

리나 행동에 향을 끼치며, 특히 부정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학생 게임 이용자들이 시

간을 주로 보내는 학교생활을 심으로 게임 장애

의 야기나 방 논의를 주로 해왔다. 그 에도 학

생들이 어울리는 래와의 계  행동을 심으

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의 선행연구에서 고려했

던 요인과 변수를 통제하고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

던 부모 간 계와 등학생 게임 장애의 계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 문제 3: 부부 계의 친 감과 등학생의 

게임 이용 장애는 성별에 따라 어떤 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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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더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연구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애정표   정보교환에 

더 긴 한 계를 유지한다는 결과가 있었다[36]. 

한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와의 계가 더 좋다

는 반  결과도 존재한다[37].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부모와의 계와 학생의 성별에 따라 게임 이

용 장애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선행 연구들

에서 강조한 한계와 내용을 반 해 살필 것이다

[38].

2. 본  론

2.1 분석 상

본 연구는 연세 학교 사회발 연구소와 한국방

정환재단의 승인을 받아 2019년 한국 어린이, 청소

년 행복지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 다. 게임 장애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등학생 

2,360명, 학생 2,296명, 고등학생 2,798명 등 총 

7,454명의 청소년  연구 목 에 부합하는 연구 

상자를 선정하 다. 본 연구는 게임을 한 이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 분석했다. 나와 어머니 

혹은 나와 아버지의 계가 게임 장애와 어떤 

계가 있는지에 한 분석과 부모 간 계의 친

감이 게임 이용 장애 방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

하기 해 결손가정 학생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N = 1,532, 남학생 780명; 여학생 752명). 

2.2 조사방법

등학생을 둘러싼 개인 , 사회 , 환경  속성

이 게임 이용 장애에 미치는 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학교와 가정은 등학생이 맺을 

수 있는 환경(milieu)의 부분[5]이다. 학교생활에

서 맺는 인간 계로 친구와 선생님과의 계와 선

생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 (선생님의 공평성)을 모

델에 입했고, 가정에서 맺는 부모와의 계- 나

와 어머니, 나와 아버지-를 입했다. 나의 심리  

상태(주  행복)와 나를 심으로 맺을 수 있는 

계를 통제한 후, 가정 내 부모들 간 계가 게임 

이용 장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최종 으로 분

석했다. 

 

1 단계 모형: 등학생 개인과 련된 인구사회

학  속성, 성   주  행복, 부모의 학력, 최

근(6개월) 게임 빈도를 통제했다. 개인의 심리 상

태에 따라 게임 장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8], 주  행복을 심리  속성으로서 통제했다.

 

2 단계 모형: 학교 내 계를 두 번째 블럭에 

입했다. 구체 으로 래 집단과 선생님과의 

계  선생님의 나에 한 주  평가를 통제했

다. 선생님과의 계는 정서  친 감을 주요 문항

으로 측정했고,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는 교육자로

서의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계를 측정했다. 선생

님의 공정한 평가가 나와 한 ‘인간 계’는 아니

지만, 선생님의 강의/교육 심의 등학교 커리큘

럼과 수업시간 선생님의 역할을 고려해 본다면, 선

생님의 공정한 평가는 학교생활의 환경 인 요인이

자 학생의 교우 계와 성 , 나아가 부모와의 

계에 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계 변수

로 작용될 것이다.

선생님과의 계(친 도)와 선생님 평가의 공평

성은 상 계가 0.153로서 두 계는 매우 약한 

계로서, 선생님과의 친 감이 학생들이 인식하는 

선생님의 평가 공평성과 큰 련이 없었다. 즉, 선

생님과 친 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 선생님과의 계와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

는 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친구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들의 인간 계의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 계의 주요 변수로 입했다. 

 

3 단계 모형: 가정 내 계 -나와 어머니와의 

계, 나와 아버지와의 계-를 세 번째 블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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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다.  

 

4 단계 모형: 개인의 심리상태, 교내, 가정 내 

계를 모두 통제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 간 

계의 친 도가 게임 이용 장애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했다. 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정서

으로 민한 연령  이므로 나와 부모와의 계

뿐만 아니라, 부모 사이의 계에서도 민감하게 반

응을 나타낼 수 있다[7].

 인간 계와 게임 장애 사이의 성별 차이를 

악하기 해 성(Sex)  부모 계의 조 효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입한 4 단계 모형을 통제

하고, 마지막으로 성별 조 효과를 분석했다.

2.3 주요변인측정

게임 이용 장애. 게임이용 경험에 한 5개의 

문항으로 게임 이용 장애를 측정했다. 5개의 문항

은 WHO에서 제시한 3가지 기 (게임 통제불능; 

게임 우선순 ; 게임의 부정  효과 지속성)을 포

함하 다. 5개의 게임 이용 장애 문항은 “그런  

없다(1),” “항상 그 다(5)”의 척도로 하나의 변수

로 평균값을 측정했다(남학생 M = 1.92, SD = 

.80, Cronbach’s α= .836; 여학생 M = 1.58, SD = 

.67, Cronbach’s α= .837).

소득. 주 인 생활수 ( 인 부분)을 “상

의 상”(1), “상의 하”(2), “ 의 상”(3), “ 의 

하”(4), “하의 상”(5), “하의 하”(6)로 측정했다(남

학생 부모 소득 M = 4.25, SD = 1.05; 여학생 부

모 소득 M = 4.13, SD = .99). 

아버지 학력.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0.757로 매우 높은 상 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 

둘은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

니 학력(M = 4.339) 보다 다소 높은 아버지의 최

종학력을 (M= 4.354) 모형에 입했다. “ 등학교 

졸업”(1), “ 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2

년재 이상 학교 졸업”(4), “4년재 학교 졸

업”(5) “ 학원 졸”(6)을 기 으로 아버지의 학력

을 측정했다(남학생 아버지 학력 M = 4.36, SD = 

1.26; 여학생 아버지 학력 M = 4.35, SD = 1.11). 

게임빈도. 최근 6개월 간 게임 이 빈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1), “1주일에 1~2회”(2), “1주

일에 3~4회”(3), “1주일 에 5~6회”(4), “매일”(5)로 

측정했다(남학생 M = 3.54, SD = 1.26; 여학생 M 

= 3.03, SD = 1.39).  

성 . 국어, 어, 수학, 사회, 과학 성 을 “매

우 못하는 수 ”(1), “못하는 수 ”(2), “ 간”(3), 

“잘하는 수 ”(4), “매우 잘하는 수 ”(5)으로 측정

하여, 5과목의 평균을 성 으로 측정했다(남학생 

M = 3.59, SD = .69, Cronbach’s α= .718; 여학생 

M = 3.45, SD = .65, Cronbach’s α= .713).  

주  행복.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주  행복을 

측정했다. 주  행복은 “주  건강,”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 척도,”와 “개인 행복”의 세부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그 지 않다”(1), “매

우 그 다”(5)로 측정된 문항의 평균값으로 등학

생의 주  행복 값을 도출했다(남학생 M = 

4.10, SD = .73, Cronbach’s α= .721; 여학생 M = 

4.02, SD = .70, Cronbach’s α= .698).

교우 계.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의 척도로 구성된 6개 세부 문항으로 교우 

계의 평균값을 측정했다(남학생 M = 4.10, SD 

= .67, Cronbach’s α= .717; 여학생 M = 4.07, SD 

= .69, Cronbach’s α= .721).

나-선생님 계. 나와 선생님과의 계의 친

성은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의 척도로 이루어

져있으며, 두 문항의 평균값으로 나-선생님 계를 

측정했다(남학생 M = 3.62, SD = 1.02, 

correlation r = .541; 여학생 M = 3.73, SD = 

1.00, correlation r = .571).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 선생님 평가의 공정성에 

한 학생들의 주  평가를 6개의 문항으로(“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측정했다. 

부정  평가로 질문했던 설문 응답을 역 코딩하여, 

6개 문항 값의 평균값을 도출하여 선생님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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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측정했다(남학생 M = 3.67, SD = .44, 

Cronbach’s α= .652; 여학생 M = 3.72, SD = .42, 

Cronbach’s α= .711).

나-아버지 계. 총 7개의 문항을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의 빈도로 나와 아버지

와의 계의 친 감을 하나의 변수로 측정했다. 문

항은 아버지와 응답자의 주  친 감과 응답자의 

인  계에 한 인식으로 구성했다(남학생 M = 

3.59, SD = .82, Cronbach’s α= .795; 여학생 M = 

3.50, SD = .76, Cronbach’s α= .788).    

나-어머니 계. 총 7개의 문항을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의 빈도로 나와 어머니

와의 계의 친 감을 하나의 변수로 측정했다. 문

항은 어머니와 응답자의 주  친 감과 응답자의 

인  계에 한 인식으로 구성했다(남학생 M = 

4.31, SD = .88, Cronbach’s α= .769; 여학생 M = 

4.28, SD = .68, Cronbach’s α= .812).

부모님 친 감. 부모님 둘 간의 사이좋음을 “

 좋지 않다”(1), “별로 좋지 않다”(2), “보통이

다”(3), “별로 좋지 않다”(4), “매우 좋다”(5)의 단

일 문항으로 측정했다(남학생 M = 4.31, SD = 

.88; 여학생 M = 4.34, SD = .89). 의 표 편차

와 신뢰도 표는 [Table 1]과 같다.

변수
평균(표 편차) / 신뢰도(α)

남자 여자

게임 이용 장애 1.92(.80) / .84 1.58(.67) / .84

소득 4.25(1.05) 4.13(.99)

아버지 학력 4.36(1.26) 4.35(1.11)

성 3.59(.69) / .72 3.45(.65) / .71

게임빈도 3.54(1.26) 3.03(1.39)

주  행복 4.10(.73) / .72 4.02(.70) /.70

교우 계 4.10(.67) / .72 4.07(.69) /.72

나-선생님 계 3.62(1.02) / .54 3.73(1.00)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 3.67(.44) / .65 3.72(.42) /.71

나-아버지 계 3.59(.82)/ .80 3.50(.76) /.79

나-어머니 계 4.31(.88) / .77 4.28(.68) /.81

부모님 친 감 4.31(.88) 4.34(.89)

[Table 1] 표준편차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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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780, *p < .05, **p < .01, ***p < .001. 

N= 752, *p < .05, **p < .01, ***p < .001

측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소득 -.08* -2.17 -.08* -2.25 -.08* -2.16 -.06 -1.56

학년 -.01 -.21 .01 .22 .01 .24 .01 .26

최종 학력 -.09* -2.45 -.06 -1.79 -.06 -1.72 -.05 -1.53

성 -.11** -3.10 -.09* -2.39 -.09* -2.40 -.09* -2.48

게임빈도 .32*** 9.36 .32*** 9.46 .32*** 9.35 .32*** 9.44

주  행복 -.21*** -5.80 -.13** -3.29 -.12** -2.94 -.12** -2.77

교내

계

교우 계 -.14*** -3.62 -.14** -3.49 -.14*** -3.62

나-선생님 -.05 -1.24 -.04 -1.04 -.04 -1.08

선생님

공정 평가

-.08* -2.27 -.08* -2.20 -.07* -2.13

가정내 

계

나-아버지 -.06 -1.57 -.04 -.93

나-어머니 .02** .49 .03 .62

부모 간 계 부모님 사이 -.10** -2.72

R²(수정R²) .239(.232) .265(.256) .268(.256) .276(.263)

△R²(%) 2.6 .3 .8

[Table 3] 남자 초등학생 회귀분석표

측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소득 -.01 -.34 -.01 -.25 -.01 -.24 -.01 -.33

학년 -.03 -.83 -.04 -1.07 -.04 -1.10 -.04 -1.14

최종 학력 -.08* -2.29 -.07* -2.11 -.07* -2.09 -.07* -2.18

성 -.14*** -3.82 -.14*** -3.76 -.13*** -3.55 -.13*** -3.55

게임빈도 .38*** 11.22 .37*** 10.95 .37*** 10.91 .37*** 10.87

주  행복 -.18*** -5.10 -.10* -2.52 -.08 -1.93 -.09* -2.03

교내

계

교우 계 -.17*** -4.58 -.17*** -4.54 -.17*** -4.53

나-선생님 .00 -.09 .00 .10 .00 .11

선생님

공정 평가
-.02 -.67 -.02 -.61 -.02 -.63

가정내 

계

나-아버지 .04 .95 .03 .73

나-어머니 -.09* -2.29 -.10* -2.36

부모 간 계 부모님 사이 .03 .92

R²(수정R²) .27(.265) .294(.285) .30(.288) ..301(.288)

△R²(%) 2.4 .6 .1

[Table.4] 여자 초등학생 회귀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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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문항

교우 계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짐*

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낌*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음*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나-

선생님 계

사이가 좋은 편임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음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

　

다른 학생들보다 나를 게 부른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성 을 매겼다*

나에게 내가 실제보다 덜 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를 놀림거리로 삼았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 인 말을 했다*

나-

아버지 계

　

사이가 좋은 편임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임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임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음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음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음

나-

어머니 계

사이가 좋은 편임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임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임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음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음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음

부모님 친 감 부모님의 사이좋음 정도

[Table 2]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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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과

회귀분석 결과, [Table 3]와 [Table 4]와 같이 

성별 조  효과의 설명력(30.3%)은 4 단계 모형의 

설명력(27.7%)보다 2.6% 증가했으며(△F(13, 

1341) =46.235, p < .001), 통계 으로도 유의했다

(β = -.200, t = -7.18, p <.001).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게임 이용 장애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에 공통 과 차이 이 존재했다. 분석결과 성별과 

계없이, 남녀 등학생 집단 모두 성 이 좋을수

록, 교우 계가 좋을수록(가설 1-1), 게임빈도가 낮

을수록 게임 장애 수치가 낮았다. 구체 으로, 남학

생의 경우, 성 이 높을수록(β= -.092, t = -2.50, 

p < .001), 게임빈도가 낮을수록(β = .317,t = 

9.43, p < .001), 교우 계가 좋을수록(β = -.139, 

t =-3.59, p < .001) 게임 장애 수치가 낮았다. 여

학생의 경우도 성 이 높을수록(β = -.128, t = 

-3.56, p < .001), 게임빈도가 낮을수록(β = .368, 

t = 10.92, p < .001), 교우 계가 좋을수록(β = 

-.169, t = -4.49, p < .001) 게임 장애 수치가 낮

았다. 

여학생과 다르게, 남학생은 주  행복이 높을

수록(β = -.117, t = -2.79, p < .001), 선생님의 

평가가 공정 할수록(β = -.074, t = -2.14, p < 

.005) (가설 1-3), 부모님의 사이가 좋을수록(β = 

-.097, t = -2.69, p < .005) 게임 장애 수치가 낮

았다. 

여학생은 개인의 주  행복이나, 선생님의 평가 

공정성, 부모님 둘 사이의 친 도와 계없이, 어머

니와 계가 좋을수록(β = -.097, t = -2.42, p < 

.005) (가설 2-1) 게임 장애 수치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생님과의 계, 아버지와의 

계성에 한 가설은 등학생들의 게임 장애에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5 추후분석  결과

추후분석으로 성별 차이에 따른 학생과 고등

학생의 게임 이용 장애를 측할 수 있는 변인에 

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 집단에서 게임빈도가 높을수록, 교우 계가 

좋을수록[16] 게임 이용 장애 지수가 높았다. 한, 

여 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주  행복이 낮

을수록 게임 독의 험성이 높았다. 주  행복

도가 낮아  게임에 의존할 수 있고[24], 게임 장애

가 개인의 행복에 부정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 , 주  상태에 따라 

게임 장애 지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임 이용 장애 측 변수 , 교우 계가 가장 

큰 향을 미쳤다. 특히 남자 학생 집단에서 게

임 장애 지수가 가장 높았는데, 교우 계가 높을수

록 게임 장애 수치가 낮아 게임 장애를 방하는

데 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 

 육체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임 장애의 험성이 크지만[9,17,28], 교우 계는 

나를 이해해  수 있고, 심리 으로 안을 주며, 

내 문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통해 

심리   육체  변화를 게임이 아닌 다른 수단

으로 리하게 되어 교우 계가 게임 장애의 험

을 낮추는 것으로 단 가능하다.

게임 이용 장애 방 요인  하나인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는 · 학교 학생의 경우, 남학생 집

단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다. 교내 계  하나인 

나와 선생님의 계는 게임 장애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나와 직 인 인간 계 보다는 교

육자로서 선생님의 역할과 평가의 공정성이 게임 

장애와 련이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가 게임 이용 장애 감소에 요한 역

할을 했다. 특히 여고생 그룹에서 선생님의 공정한 

평가 요인이 교우 계와 동일한 효과를 보 다. 이

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해 추후 연구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게임 장애 방을 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의 계가 더욱 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여성 등학생과 남성 고등학생에게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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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등학교  학교 남학생은 어머니

와의 친근한 계가 있어도 게임 이용 장애 감소 효

과를 기 할 수 없었다. 한, 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에 계없이 부모와의 계와 게임 이용 장애 

수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과 어머니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에 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언 했듯이, 남자  여자 학생에게 좋은 

교우 계가 게임 장애를 방할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했다. 게임 이용 장애를 방하기 해 청

소년 발달과 련된 이러한 시기  특성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그룹과는 다르게 남자 등학생

의 경우 부모님 사이의 친 도인 부모 간 계가 

게임 장애 방에 정  효과가 있었다.

3. 결  론

이상의 연구에서 등학교 여자 학생은 엄마와의 

계가, 남자 학생에게는 부모 간 계가 게임 이용 

장애 방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부모 간 계에 을 맞추어 게임 이

용 장애의 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

로 다루었던 학교생활과 래 집단, 가정 계 변수

를 통제하여 부모 간 계가 등학생의 게임 이용 

장애에 미치는 향  계를 탐색했다. 연구 결과 

등학교 여학생이 엄마와의 한 계가 있는 경

우 게임 이용 장애 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엄마와의 계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어머니와의 정보교환이나 애정표 에 더 긴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의 결과로 볼 수 있다[36].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

보다는 어머니의 애정  양육 태도를 경험할 때 심

리  안정감이 높아졌다[39]. 이는 여학생이 엄마와

의 계에 따라 게임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와 하게 련이 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 학교와 고등학교 여자 그룹에는 어머니

와의 계와 게임 장애의 수치가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여자 등학생은 삶의 

만족과 지각이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었는데, 여자 

등학생은 남자보다 인간 계와 정서 상태에 의해 

안정감을 받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40]. 

이 이론을 본 연구 결과에 용하면 여자 등학생

들의 게임 과몰입 방을 해 엄마가 자녀에 한 

양육 태도를 보완해야 하고, 정  계를 유지하거

나 강화할 수 있는 긴 한 계 형성하는 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모 간 계와 등학생 게임 과몰입의 

계에서는 특히 등학교 남자 학생의 부모 간 계

가 좋은 경우 게임 이용 장애를 방하는데 정  

효과가 있었다. 해당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계가 

게임 과몰입과 상 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5, 9, 41, 42].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환경

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육태도 등의 변수를 통제해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부모 간의 계가 더 유의미

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지각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각을 잘 한다는 결과[43]에 용하면 

남학생이 부모 간의 계를 더 극 으로 인지하고 

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자 등학생의 

경우 부부 계가 좋으면 자녀에 한 양육 태도 

한 정 이게 되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  향을 

최소화 하는 보호 효과가 있었다[44]. 

즉, 부부갈등은 아동의 응  심리 사회  발달

에 부정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45], 부부

간의 정  계가 특히 남자 등학생의 게임 과

몰입 방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교사의 지지 

계가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나[46,47], 본 연구

에서 추후 분석한 결과 나와 선생님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

와 학생의 계보다는 부모 간 계가 남자 학생의 

게임 과몰입 방 측면에서 더 유의미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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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학생 래 간 계나 교사와의 계 등 사회인구학

 요인을 통제하여 부모 간 계와 등학생 게임 

이용 장애의 계에 집 한 이다. 특히 성별의 차

이로 여자 등학생은 엄마와의 계와 게임 독 

방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 남자 등학생은 부

모 간 계가 좋을수록 게임 과몰입에 이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교우 계와 선생님과의 계를 통제한 본 연구에

서 학생 성별에 따라 부부간의 계나 부모와의 

계가 차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했다. 문

제행동이론 차원에서 보면 부부 간 갈등은 자녀에게 

스트 스  우울감을 유발하고, 유발된 부정  감정

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된다고 

밝힌다[48]. 따라서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등학생

의 게임 이용 장애 방을 한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청소년 게임 독 정책 제안에는 청소년 시

기별로 심리와 환경  변인을 고려해 차별  기능을 

고려함이 합해 보인다[49]. 

설문을 설계한 연세 학교 사회발 연구소에서

는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을 “게임 행태”로 정의

한다. 본고는 송인덕(2020)의 연구와 동일하게 게

임 행태의 부정  측면을 게임 장애로 측정하 다. 

하지만, WHO에서 정의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기

은 실 생활 손상의 정도가 구체화 되어야 하며,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장애 

방을 해 추후 연구에서는 문제 행동군 조사

상자나, 문가에 의해 게임이용장애로 진단받은 

학생들을 구체화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개발 연구에 있어 등학생과 부모의 

계  학생들의 다양성과 변이성을 고려해 학생

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부모 간 계를 설정하고 

계 개선  구체 인 리터러시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50]. 한, 가족 내부의 형제  남매 

계에서의 차별  향이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

음에 착안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간 계와 

형제  자매간의 계를 변인으로 연구할 수 있

다. 가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까지 종합해 

게임이용장애를 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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