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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아동들은 더 이상 현실세계의 친구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어도 그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의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 .

이제 컴퓨터 게임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주요 오락 활동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는 년대 이후 컴퓨터가 보편화 되면서 정부에1990

서 정책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사

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과는 달리 방의, PC

활성화로 컴퓨터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은 컴퓨터 게임이 성인뿐만이 아닌 아동에게까지

빼놓을 수 없는 놀이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김미(

경 송원임, 2002; , 2001).

최근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2003)

생의 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며 이들의 에 이93.3% , 91.0%

르는 대다수가 컴퓨터를 학습이나 정보 활동 보다는 주로 게

임과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컴퓨

터 게임 사용 실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은 현실세계에서 만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해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지적능력, , ,

창의적 사고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나송원임 한국청소년 상담원( , 2001;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게임2000; Secunda, 1983),

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컴퓨터 게임 중독

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즉 어린 학생들이 이유 없이 총기를 난사하고 상상할. ,

수 없을 정도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심지,

어 게임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들의 배후에는 컴퓨터 게

임의 중독적 사용이 있었다는 것이다한국 청소년 상담원( ,

2000).

컴퓨터 게임의 중독적 사용은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는 보고처럼 컴퓨(Brenner, 1997),

터 게임이 가지는 중독성은 아직 자아 정체감이 완성되지 않

은 초등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 컴퓨터 게임의 가상 현.

실속에서 만나는 대상들의 대부분은 또래 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나 성인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 상처를 어느 연령층

보다 더욱 크게 받을 수 있다김현수( , 2003).

컴퓨터 게임이 아동에게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를 논하는 이 시점에도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른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서 의.

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교육조차도 정보화 교육 기능,

교육 위주로만 실시되고 있어 이제는 어린 아동들을 컴퓨터,

게임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

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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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이나 그 영향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컴퓨터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청소년과 인터넷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초등학생과 컴퓨터 게임 중독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중독의 위험성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초

등학생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 관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컴퓨터 게임 중독의 원인과 관련되어 컴퓨터 게임 자체가

가지는 중독적인 속성이 중독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게임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미경 그 중 많은( , 2002; Suler, 1996).

연구에서 우울정도가 높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충동적인

심리적 성향을 가진 대상자일수록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이 제시되고 있다김미경 김주연( , 2002; , 2002;

김효선 이송선 특히 충동성은 사고, 2002; , 2000; Oh, 2003).

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인성적 특성으로승종찬 컴퓨터 게임의( , 1996),

중독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김효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그러나 이( , 2002; , 2003).

와 같은 결과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결과들로 컴퓨터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실태

를 알아보고 그러한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인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관련된 경험적 준거의 축적과 더 나아가 그들의 건전한 컴퓨

터 게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예측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한다.

용어정의
컴퓨터 게임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이란 컴퓨터 게임이:∙

자신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적에 의한,

행위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

리잡고 있는 상태이며 컴퓨터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상,

실하여 게임에 대한 자제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대

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어기준 본 연( , 2000).

구에서는 마인드 테스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발한 컴퓨‘ ’

터 게임 중독 검사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로 측정된 점수

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컴퓨터 게임 중독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절망감 불안정감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 , ,∙

으로 느끼고 개인의 일상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

되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정서상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한국어판 역학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로 측정된Depression Scale, CES-D)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충동성 충동성은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

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인성특질을 말하

는 것으로승종찬 본 연구에서는( , 1996), Barratt

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로Impulsiveness Scale II (BIS-II)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하

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고학년 초등학생이며 근접모집단,

은 경북지역에 소재한 개 초등학교의 학년 학생이다4 4, 5, 6 .

이들 초등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고

학년 초등학생 명을 임의 표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455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컴퓨터 게임 중독 측정도구•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마인드 테스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발한 컴퓨터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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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검사를 이송선 이 고학년 초등학생을 위해 번안(2000)

수정한 도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게임에 빠져 들었을 때의.

중독 증상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15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 ’ 1 ‘ ’

점으로 표기하는 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컴퓨터4 4

게임 중독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hronbach .84 .α

우울 측정 도구•

고학년 초등학생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역학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Depression Scale,

를 김주연 이 고학년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CES-D) (2002)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총 문항의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각15 .

문항은 우울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들에 대해 거의 드물‘

다의 점에서 대부분 그렇다의 점으로 표기하는 점 평점’ 1 ‘ ’ 4 4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hronbach .81 .α

충동성 측정도구•

고학년 초등학생의 충동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ratt

를 이현수 가 번역한 충동성Impulsiveness Scale II(BIS-II) (1992)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 운동 무계획의 충. , ,

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23 .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점으‘ ’ 1 ‘ ’ 4

로 표기하는 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의 정4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hronbach .78 .α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 질문지•

고학년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컴퓨터 게임 활동과 관

련된 특성에 대해서는 총 문항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12

하여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2002 11 2003 4

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경북 지역의 개 초등학4

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였다 각 학교의 보건교사는 담임교.

사의 협조 하에 재량활동 시간 또는 조회 시간 등의 시간을

할애 받아 학년 초등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4, 5, 6

고 의문이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후 질문

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 작성 시 소.

요된 시간은 약 분이었으며 배부한 부 중 부적절하30-40 485

게 기재된 질문지 부를 제외한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30 455

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SAS/PC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

성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및 충동성 정도는 기술적 통, ,

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

성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는 및t-test, ANOVA

다중 비교 검증법을 이용하였다Duncan .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및 충동성 정,∙

도간의 상관관계는 를 산출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하였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

중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위한 사전 검증으로 다중공선성

검증과 잔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서.

는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 와 분산팽창요인(tolerance)

값을 산출하였고 잔차분(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

석을 위해서는 더빈왓슨 검정과 검정을 수행하- Cook's D

여 설정할 모형의 적합성과 관찰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학년 초등학생 총 명에 대한 일455

반적 특성과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 중 남학생이 명였고 여학생은 명56%(255 ) 44%(200 )

였다 학년은 학년이 명 학년이 명 그. 4 8.8%(40 ), 5 44.6%(203 ),

리고 학년이 명였다 학교성적 수준은 중상이6 46.6%(212 ) . ‘ ’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하가58.9%(268 ) , ‘ ’ 23.3%(106

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 ‘ ’

명였고 아니다가 명였다 경제수준은53.4%(243 ) , ‘ ’ 46.6%(212 ) .

중상이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중하‘ ’ 61.3%(279 ) , ‘ ’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 동료에 대해서는18.9%(86 ) .

혼자서 보냄이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 ’ 34.1%(155 ) , ‘

구와 함께가 명 가족과 함께가 명로’ 33.4%(152 ), ‘ ’ 32.7%(148 )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 중 주요 컴퓨터 게임 장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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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신의 집이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 78.0%(355 ) ,

는 기타가 명 방이 명 학교 및 학원이14.3%(63 ), PC 4.6%(21 ),

명로 나타나 대부분 자신의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으2.0%(9 )

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을 해 온 기간에 대해서는 년 이. ‘3

상이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년이’ 30.8%(140 ) , 2-3

명였다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은 시간 미만28.8%(131 ) . 1 ‘1 ’

이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46.2%(210 ) , ‘1-2 ’ 36.3%

명로 나타났다 주당 방 이용일수에 대해서는 가지(165 ) . PC ‘

않음이 명로’ 62.4%(284 )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 명 일 명 일 명의‘1-2 ’ 32.1%(146 ), ‘3-5 ’ 3.3%(15 ), ‘6-7 ’ 2.2%(10 )

표 일반적 특성과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 1> (N=455)
특성 구분 실수(%)

컴퓨터 게임 중독

평균 F or t Duncan 값p

성별
남 255 (56.0) 28.92

11.56 0.000**
여 200 (44.0) 22.32

학년
학년4 40 ( 8.8) 25.70

0.09

a

0.374학년5 203 (44.6) 26.14 a

학년6 212 (46.6) 27.47 a

학교 성적

상 63 (13.8) 24.98

10.68

b

0.000**
중상 268 (58.9) 25.62 b

중하 106 (23.3) 26.34 b

하 18 ( 4.0) 35.38 a

부모 맞벌이
그렇다 243 (53.4) 26.37

1.24 0.214
아니다 212 (46.6) 25.53

경제수준

상 75 (16.5) 23.39

2.50

c

0.013*
중상 279 (61.3) 25.86 b c

중하 86 (18.9) 28.40 a b

하 15 ( 3.3) 29.40 a

여가시간동료
혼자서 155 (34.1) 27.90

21.25

a

0.000**가족 148 (32.5) 23.09 b

친구 152 (33.4) 27.07 a

주 컴퓨터게임
장소

집 355 (78.0) 25.96

2.51

b

0.015*

친구집 5 ( 1.1) 22.00 d

방PC 21 ( 4.6) 29.19 a

학교학원/ 9 ( 2.0) 22.42 d

기타 65 (14.3) 24.40 b c

컴퓨터게임 기간

개월 미만6 43 ( 9.5) 22.14

12.08

b

0.000**

개월 년6 -1 33 ( 7.3) 23.42 b

년1-2 108 (23.7) 24.24 b

년2-3 131 (28.8) 26.89 a

년 이상3 140 (30.8) 28.57 a

일 평균 컴퓨터게임1

시간

시간 미만1 210 (46.2) 23.06

47.84

d

0.000**
시간1-2 165 (36.3) 26.74 c

시간2-3 48 (10.5) 30.69 b

시간 이상3 32 ( 7.0) 34.97 a

주당 방 이용일수PC

가지않음 284 (62.4) 24.58

14.16

c

0.000**
일1-2 146 (32.1) 27.78 b c

일3-5 15 ( 3.3) 32.67 a

일6-7 10 ( 2.2) 31.20 a b

컴퓨터게임
동료

혼자 229 (50.3) 26.54

2.19

a b

0.023*

친구 76 (16.7) 28.67 a

형제 121 (26.6) 24.15 b c

부모 7 ( 1.5) 20.29 c

기타 22 ( 4.8) 23.59 b c

컴퓨터 게임 동기

재미있어서 308 (67.7) 26.34

3.01

a b

0.015*
스트레스 해소위해 102 (22.4) 25.74 b

친구가 없어서 36 ( 7.9) 30.36 a

성취감 충족위해 9 ( 2.0) 27.11 a b

* : p < 0.05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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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 동료로는 혼자가. ‘ ’ 50.3%(229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형제가 명 친구) , ‘ ’ 26.6%(121 ), ‘ ’

가 명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 동기에 대해서는 재16.7%(76 ) . ‘

미 있어서가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 67.7%(308 ) , ‘

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명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22.4%(102 ) .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인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충동성 정, ,

도 및 일반적 특성과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는 표 와 같다< 1, 2> .

표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및 충동성 정도< 2> , (N=455)
변수 평균 문항평점 표준편차

컴퓨터 게임 중독 26.02 1.73 7.10

우울 25.71 1.65 6.18

충동성 61.39 2.79 8.45

대상자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는 평균 였고 점 척26.02 4

도에서 문항평점 으로 약간 낮은 중독 정도를 나타냈다1.73 .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는 성별 학교 성적(t=11.56, p=0.000), (F=10.68,

경제수준 여가 시간 동료p=0.000), (F=2.50, p=0.013), (F=21.25,

주 컴퓨터 게임 장소 컴퓨터 게임p=0.000), (F=2.51, p=0.015),

기간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F=12.08, p=0.000), 1 (F=47.84,

주당 방 이용일 수 컴퓨터 게p=0.000), PC (F=14.16, p=0.000),

임 동료 및 컴퓨터 게임 동기(F=2.19, p=0.023) (F=3.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p=0.015)

났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이었고 점 척도에서 문항25.71 4

평점 로 약간 낮은 우울 정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충1.65 .

동성 정도는 평균 였고 점 척도에서 문항평점 로61.39 4 2.79

약간 높은 충동성 정도를 나타내었다.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과 같다< 3> .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와 본 연구의 예측 변인인 우울

및 충동성 과의 상관관계(r=0.300, p=0.000) (r=0.376, p=0.000)

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컴퓨터 게임 중독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인 우울과 충동성 그리고 일반적 특성 및 컴퓨

터 활동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p<0.01)

변수 즉 성별 학교성적 여가시간 동료 컴퓨터 게임 기간, , , , , 1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주당 방 이용 일 수에 대해 다, PC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

임 활동 특성에 대한 변수들은 가변수 로 처(dummy variable)

리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증으로 수행한 다중공

선성 검증과 잔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

용도가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 값도 이상을0.3 , 3.1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표 다중< 4>.

공선성의 확인 후 그 다음 절차로 잔차분석을 위해 더빈왓슨-

검정과 검정을 수행한 결과 더빈왓슨 값이 에 가Cook's D - 2

까운 의 값이 확인되어 설정할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2.04

수 있었으며 검정결과에서도 명 모든 관찰치의, Cook's D 455

값이 이하의 값을 보여 모든 관찰치를 그대로 포함하여0.1

분석하였다.

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검증< 4> (N=455)
변 수 자유도 허용도

분산팽창

요인

우 울 1 0.75 1.34

충동성 1 0.73 1.37

성 별남자( ) 1 0.67 1.49

학교성적중상( ) 1 0.45 2.23

학교성적중하( ) 1 0.45 2.20

학교성적하( ) 1 0.75 1.34

여가시간동료혼자서( ) 1 0.602 1.60

여가시간동료친 구( ) 1 0.606 1.51

컴퓨터게임기간 개월 년(6 -1 ) 1 0.61 1.65

컴퓨터게임기간 년(1-2 ) 1 0.38 2.66

컴퓨터게임기간 년(2-3 ) 1 0.33 3.05

컴퓨터게임기간 년이상(3 ) 1 0.31 2.25

일 평균 컴퓨터 게임시간 시간1 (1-2 ) 1 0.76 1.32

일 평균 컴퓨터 게임시간 시간1 (2-3 ) 1 0.77 1.30

일 평균 컴퓨터 게임시간 시간이상1 (3 ) 1 0.73 1.36

주당 방 이용일수 일PC (1-2 ) 1 0.76 1.32

주당 방 이용일수 일PC (3-5 ) 1 0.85 1.17

주당 방 이용일수 일PC (6-7 ) 1 0.83 1.08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표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 3> ,
(N=455)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충동성

컴퓨터 게임 중독 -

우울 0.300* -

충동성 0.376* 0.405* -

* : p < 0.01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실태 및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3), 2004 7 287

설명해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충동성 일 평균 컴퓨터, , , 1

게임 시간 시간 이상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시간(3 ), 1 (2-3 ),

우울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시간 여가 시간 동료, 1 (1-2 ),

혼자서 학교 성적하위 주당 방 이용일수 일가 컴퓨( ), ( ), PC (6-7 )

터 게임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별이 전체의 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외 충동성이21% , 10%,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이 를 설명하고 있어 위의 변수들14% ,

로 총 설명되었다 표45% < 5>.

논 의

본 연구에서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의 평균

점수는 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26.02 .

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에게 조사한 연구결과김(

미경 엄미경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2; , 2002)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조사한 이송선 이 컴퓨터 게(2000)

임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여 중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해석한 점

을 고려해 본다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컴퓨터 게임 중독과,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에 따른 컴퓨터 게

임 중독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김미경, ( ,

김효선 엄미경 이송선2002; , 2002; ; 2002; , 2000; Griffiths,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1991; Shotten, 1991) .

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계로서의 컴퓨터에‘ ’

더욱 익숙하고 여아는 기계를 다루는 전자게임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유형이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며 또 여아의 행

동 성향은 게임에서 요구하는 능동적으로 유도하고 추구하는

경향보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컴퓨터 게임 중독과(Provenzo, 1992).

관련된 지도 시 남학생에게 특히 컴퓨터 게임 시간의 조절과

관련된 전략적 중재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오원옥 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분석(2004)

연구에서 남학생은 주로 게임에 여학생은 주로 채팅에 주력,

하는 경향을 보여 성별에 따라 인터넷 이용 양상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컴퓨터,

이용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도 초등학생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또한 학교 성적과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

모두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학업에 관심이 없어져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는 컴퓨터 게

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일선학교 보건 교사들은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면서 학업성적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게

임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실제로 심경섭 은 학. (2003)

생들이 성적저하와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게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학생들과 상

담할 때 효율적 학습방법이나 성적 향상을 위한 지도가 동반

되면 더욱 효과적인 지도가 아루어짐을 제안한 바 있다.

고학년 초등학생은 여가시간을 혼자 보내는 경우 친구가,

없어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 컴퓨터 게임 중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게임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에서의 불안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가

지고 있다김미경 박시혜 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 2002; , 2002)

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 ,

는 초등학생 일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게임속의 가상

친구와 더욱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 현실세계에서

의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떨어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시 현실 세

계에서의 친구사귀기를 권장하여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 컴퓨터 게임 이용 장소에 따라서도 중독 정도에 차이

를 보였는데 주로 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 PC

표 컴퓨터 게임 중독 영향요인< 5> (N=455)
변수 β R

2
Cum.R

2
F p

성 별 3.30 0.21 0.21 122.81 0.000

충동성 0.14 0.10 0.31 66.22 0.000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시간 이상1 (3 ) 7.40 0.04 0.35 31.23 0.000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시간1 (2-3 ) 4.79 0.03 0.38 19.33 0.000

우 울 0.18 0.02 0.40 15.41 0.000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시간1 (1-2 ) 1.92 0.02 0.42 13.42 0.000

여가시간동료혼자서( ) 2.09 0.01 0.43 7.59 0.006

학교성적하위( ) 4.00 0.01 0.44 8.28 0.004

주당 방 이용 일수 일PC (6-7 ) 4.43 0.01 0.45 5.5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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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정도의 중독성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 게임장소가 방이나 자신의. PC

방인 경우 중독적 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이송선 과 김주(2000)

연 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지나친 컴퓨(2002) .

터 게임 활동에 대해 주변에서 적절히 통제해 줄 수 없는 상

황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게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점차

중독적 성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아.

직 컴퓨터의 중독적인 유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한해본다면 가능한 거실과 같은 공용 장,

소에 컴퓨터를 배치하여 가족간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에 영향하는 주

요인을 확인 한 결과 성별 충동성 우울 일 평균 컴퓨터 게, , , 1

임 시간 학업 성적 방 방문 일수의 변수들로 총 설, , PC 45%

명되었다 특히 성별과 충동성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

인되어 남학생의 경우 그리고 충동성이 높을 수록 컴퓨터 게

임 중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

터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충동조절 장애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Girffiths & Hunt, 1998;

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충동적 특Young, 1996) .

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저지를 잘 하지

못하며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격어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Barratt, Patton, Olsson & Saker,

컴퓨터 게임의 중독적인 속성을 인지할지라고 쉽게 그1981)

만둘 수 없게 된다 라민오 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2001)

특히 충동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청소년의 인

터넷 중독과 충동적인 심리적 특성이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

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시 컴퓨터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독

적 속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게임 시간의

조절과 같은 자기 통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

우울 역시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우울감을 높게 경험하는 학생일수록 게임

중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Kiesler, Siegal &

는 우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의사소통 시 자McGuire(1994)

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가려줄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

관계에 더욱 끌리게 되어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우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매력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

면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경향 영향요Oh(2003)

인에 관한 조사에서 비록 우울이 인터넷 중독 경향을 예측해

주는 주요 변인이기는 하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이 우울감

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하여 우울과 인터넷 중독간에 악순

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설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추후 초등학생의 우울과 컴퓨터 게임 중독간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게임 중독의 최선의 치료는 예방일 것이다 이러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 본 연구 결과에서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충동성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약물 흡연 및 성교육 등과 같은 다른 건강 관련,

교육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시에

도 부모를 포함하는 교육적 전략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될 때

그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 및,

충동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관련된 경험적 준거를 축적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지역의 개 초등학교 학년 학4 4, 5, 6

생 명이며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직455

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 도구로 점 척도의 컴. 4

퓨터 게임 중독 측정도구 문항 우울 측정도구 문항 그리15 , 15

고 충동성 측정도구 문항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컴23

퓨터 게임 활동 특성 질문지를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SAS 8.2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는 평균 로26.02∙

다소 낮은 중독 정도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과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는 성별 학,

교성적 경제수준 여가 시간 동료 주 컴퓨터 게임 장소, , , ,

컴퓨터 게임 기간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주당, 1 , PC

방 이용일 수 컴퓨터 게임 동료 및 컴퓨터 게임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와 우울 및 충∙

동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 및 충동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과 일반적 특성 및 컴퓨터 게임 활동 특성 중 컴∙

퓨터 게임 중독과 높은 유의성을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

로 하여 컴퓨터 게임 중독 설명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이 전체의 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외 충동성에 의해21% ,

양의 관계로 일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우울 여가10%, 1 , ,

시간 동료 학교성적 주당 방 이용일 수가 를 설명, , PC 14%

하고 있어 이들 변인들로 총 설명되었다, 45% .

따라서 고학년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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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충동성의 심리적 변수와 성별 및 컴퓨터 게임 시간이

매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해 주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저학년 초등학생부터 컴퓨터 게임 중독에 대한 경계를 높∙

이고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김미경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 충동성 대인불안과(2002). , ,

컴퓨터 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관련요인 연(2002).

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련 라는 통계상자 데이타리서치(1994). SAS .

김현수 청소년 상담사례 제 기 인터넷 중독 전문 상(2003). . 5

담사 과정 자료집 한국정보문화센터. .

김효선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2002).

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민오 충동성 인터넷 중독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2001). ,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2002). .

부모자녀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송원임 컴퓨터게임 문화가 초등학생의 생활양식에 미(2001).

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승종찬 집단사회사업 실천을 통한 비행 청소년의 충(1996).

동성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경섭 학교현장에서의 인터넷 중독 제 기 인터넷 중(2003). . 5

독 전문 상담사 자료집 한국정보문화 센터. .

어기준 청소년 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한국청소년(2000). PC .

상담원.

엄미경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이용실태 및 게임중독(2002).

정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원옥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2004). .

아동간호학회지, 10(1), 48-58.

이송선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2000).

관계 초등학교 학년과 중학교 학년을 중심으로 서.- 5 6 2 -.

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수 충동성검사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1992). .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2003). http:stsat.nic.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검사 척(2003). (K-

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센터) . .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의 중독 청소년 상담문(2000). PC .

제 연구 보고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uthor.

Barratt, E., Patton, J., Olsson, N. G., & Saker, G. (1981),

Impulsivity and paced tapping. J. of Motor Behavior, 13,

286-300.

Brenner, V. (1997). Update on the internet usage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cities from M.

Grffiths (1998), Internet addiction: Does it exits? In

psychology and the internet by J. Gackenvach. san Diego:

Academic Press.

Griffiths, M. D. (1991). Amusement machine play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video game and fruit machines. J. of Adolescence, 14,

15-73.

Girffiths, M. D., & Hunt, N. (1998).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 Psychological. 82(2), 475-480.

Kiesler, S., Siegal, I. & McGuire, T.W. (199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 Psychot. 39(10), 1123-1134.

Oh, Won Oak (2003).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area.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8), 1135-1144.

Provenzo, E. F. (1992). Video kids; making Nitendo.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Secunda, V. (1983). Pac Man is a (a) gabbling or (b)

hourishing our kid. TV Guide. Feb, 19, 11-12.

Shotten, M. A. (1991). Computer addiction? A study of

computer dependency. Basingstoke, UK: Taylor & Francis.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Rider

University. http://rider.edu/~suler/psycyber/cybaddict.html.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y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오 원 옥

290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3), 2004 7

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Oh, Won-Oak
1)

1)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e measure the degree of computer game addic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ter

game addiction and contributing factors; and to discover the predictors of computer game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Korea. Method: Data were assembled from questionnaires distributed among 455 children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Gyung-buk Province. Result: The level of computer game addiction of subjects was

rather low, and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gender, academic performance, family economic status, playmates for

leisure time, place of playing computer game, length of the habit of playing game, average playing time of game

per day, frequency of PC-room(Internet Cafe for game) visits per week, game partners and reasons for playing

gam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45% of the computer game addi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21%), impulsiveness(10%), average playing time of game per day(9%), depression(2%) and other

variables(3%) such as playmates for leisure time, academic performance and frequency of PC-room visits per week.

Conclusion: We suggest these results be used to develop a computer game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Key words : Computer game addicti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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