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http://dx.doi.org/10.18807/jsrs.2016.6.2.065

- 65 -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

인 계 기술의 조 효과

강 문 실, 김 윤 숙, 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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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본 연구는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일상생활 스트 스가 게임 독에 미치

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의 재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해 학생 22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첫째, 학업으로 인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인 계 기술은 낮

고, 자신의 장래와 가족 계로 인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인 계 기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의한 수

은 아니었지만 게임 독 수 이 높을수록 인 계기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는 게

임 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경제, 장래, 가치 , 가족 계, 가족외의 인 계로 인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게임에 빠지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  학업문제가 가장 큰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인

계기술은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의 하 요인  장래문제와 가족 계 문제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력을 유의하

게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 까지의 연구가 미흡했던 역으로 학생이 게임 독으로 빠지는 것을 

방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스트 스에 잘 처해야 하고, 그의 일환으로 인 계 기술함양이 이에 일조할 수 

있음을 밝 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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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달  측면에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기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 시기에 형성하고 수행해야 할 

과업을 안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 확립  인격  

성숙은 물론 장래에 한 불안이나 사회 는 환경

 변화에 응해야 하고 진로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이러한 과업수행은 스트 스와 연결될 수 있고, 

스트 스는 신체 ·심리  문제를 래할 수 있다

(Kaplan, 1996). 신체 ·심리  문제의 원인은 부

분 일상생활상의 스트 스로부터 시작된다(Chon et 

al., 2000). 특히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입시에 치

우쳐 수동 이고 의존 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양식을 탈피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스

트 스가 가 될 수 있다(Lee, 2004). 학업에만 치우

쳤던 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성인으로서의 가치

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해 새로이 확장된 인

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학업 , 경제  

문제와 불안한 미래 등과 맞서 이겨내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 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Lee, 2012). 

따라서 스트 스란 개인의 처능력을 능가하는 

사건에 한 유기체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

이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신체

·심리  긴장상태를 말한다(Gerrig & Zimbardo, 

2004). 이러한 스트 스는 응을 도울 수 있는 

한 처방안을 요구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스트

스에 처하는 주요한 략으로 여가활동을 들고 있

었다(Kim, 2006; Kim, Lee, 2005; Park, 2007; Oh et 

al., 2013; Oh et al., 2013; Lee et al., 2009; Lee, 

2001; Kimball & Freysinger, 2003). 이와 련하여 

Oh et al.(2013)은 우리 사회의 학생들이 일상생활 

스트 스에 처하기 해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무

엇이며, 참여한 여가활동이 스트 스에 처하는 기

능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이 연구에 의

하면 학생들은 상당부분 게임을 하면서 여가시간

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엔 

게임/인터넷을 통해 스트 스에 처하는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스마트폰 게임이 

은 층의 생활 속 일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20  

학생들의 84.6%가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60.7%가 

스마트폰 게임을 38.7%가 온라인 Pc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주도 으로 게임을 

하는 연령 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집/기숙사(70.9%)

에서 게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ilas, 2015). 

우리나라의 게임시장 규모는 2014년 연간 총매출

액은 9조 9,706억 원이다. 2010년 7조 4,321억 원 규

모이던 것이 4년새 30% 가량 증가했다. 게임이 창조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콘텐츠산업의 하나

로 꼽힐 정도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지 않

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회 병폐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Yonhnpnewes, 

2016. 3. 16). 

게임 독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심리

사회  변인과 독과의 상 계를 연구하 다. 그

러나 그것이 독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

다는 지 을 자주 받아왔다(Park et al., 2003). 본 연

구에서는 스트 스 결과변인으로 게임 독을 설정하

고자 한다.

게임 독이란 알코올, 약물, 도박에 독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내성, 의존, 단 등의 증상이 반복

이고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 가정 ·사회 , 

직업 ·학업  활동에 향을 끼치는 장애라 볼 수 

있다(Kim, 2005; Boo, 2007; Oh, Kim, 2009; Cho, 

2010; Goldberg, 1996). 이러한 게임 독 특성은 게임 

산업 성장과 련된 경제  논리를 철시키기 해 

게임이 학생들의 스트 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Univ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ilas, 2015)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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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가 된다. 게임을 즐길수록 독 험이 커

지기 때문인데, 이는 학생의 18. 1%가 게임 독 

험군이고, 2%가 고 험군이며, 16,1%가 잠재  

험군으로 악되었다는 조사결과(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14)가 변해주

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학생들의 스

트 스와 게임 독 간의 계를 보다 구체 으로 조

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학생들

이 게임 독으로 빠지지 않고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수단으로만 게임을 활용하는 데 그칠 수 있는 

재  변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

지만 선행연구들은 · ·고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었고, 학생의 스트 스와 게임간의 계를 규명

하거나 재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었다. 더욱이 독의 험성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학생들의 보편화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실  

이유(Yoo, 2006)는 게임 독을 방할 수 있는 연구

를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청소년 시 의 게임 독

은 성인 도박 독자로 발 하기 쉽고(Naeil 

Newspaper, 2009), 게임 독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와 학업부진을 이유로 인터넷 속을 차단한 카이스

트(KAIST) 조치(The Hankyoreh, 2009)에서도 본 연

구의 필요성은 설명될 수 있다. 

합격 가능성에 맞춰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우

리사회의 학생들이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는 주

요인 의 하나가 취약한 인 계임이 드러났다. 이

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  스트 스는 학입

학 후 갑자기 해진 인 계에 히 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시 이고 피상 인 인

계 속에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 고 그럴수록 게

임에 더욱 심취하 다(Kim, Lee, 2013; Kook, 2005; 

Kwon, 2009). 이러한 보고는 인 계 기술이 게임

독을 방할 수 있는 재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주요 원인이 스트

스 때문이라면(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5) 인 계의 질은 행복의 언변인이기 때문이

다(Kim, Lee, 2013; Park, Kim, 2006; Hyun, 2004). 즉 

타인과의 만족스럽고 효과 인 계형성을 통해 한 

인간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완성된 인간으로 발

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본 연구자들은 학생의 게

임 독 험을 할 수 있는 스트 스에 심을 

가졌고, 특히 학생들이 취약한 인 계에서 비롯

되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에서 탈출하기 해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이들은 

주로 스트 스를 풀기 해 게임을 하 지만 게임에 

빠질수록 인 계는 더욱 악화되고 스트 스 한 

더욱 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이에 스트 스에 보다 효과 으로 처할 수 있

는 요인을 찾게 되었고, 학생 스트 스의 주요인 

의 하나가 취약한 인 계이므로 효과 인 인

계 기술은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게임 독을 

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스트 스와 게임 독간의 계

를 세부 으로 탐색하고, 인 계기술의 재효과

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연구문

제는 첫째, 학생의 스트 스 유형과 게임 독 수

은 어떤 계에 있는가? 둘째, 학생의 스트 스

와 게임 독 간에 인 계 기술의 재효과는 어떠

한가? 로 설정하 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게

임 독으로 빠지는 것을 방할 수 있는 효과 인 

략을 찾아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고찰 가설설정

2.1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게임 독

스트 스란 신체 ·심리  응을 요구하는 모

든 것에 한 반응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당한 스트 스는 자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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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해 생활에 활기를  수 있으나 과도한 스트

스는 심신의 병을 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한 처를 요한다(Lee et al., 2013: 

102-131). 즉 스트 스란 개인차와 심리 인 과정에 

의해 매개된 응 인 반응이 아니라 과도한 심리

·육체  요구를 하는 외부의 행동, 상황 는 사

건이 래한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트 스의 원인은 생리 , 심리 , 사회  조건

일 수 있고, 사람들은 만성 으로 고양된 패턴 스트

스와 상황에서 비롯되는 일상  스트 스를 경험

한다(Kim et al., 1984). 이 에서 일상  스트 스

가 더 자주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며

(Brantley, Mcknight, Tones & Tuley, 1988), 응의 

어려움을 더 잘 언해 다(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국내 학생의 

스트 스를 구성하는 주요 하 역을 살펴보면 크

게 학업문제, 인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장래문

제, 가치  문제로 나  수 있다(Park, 1998; Yun, 

Joung, 1999; Won et al.,  1989; Chang, 1995; Jun, 

Kim, 1999). 최근에 Jun et al.(2000)은 학업, 경제, 장

래, 가치 , 이성 계, 친구 계 가족 계, 교수와의 

계 등 8개 요인으로 구분하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국내 학생들의 스트 스원

은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문제, 가족

계 문제, 가족외 인 계 문제로 악하여도 무

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문제는 가정문제와 

맞닿아 있기 쉽고, 인 계에서 가족 계와 가족 

외 인 계 문제는 그 특성상 구분될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기본 인 일상 스트 스원으로 작용될 것

이기 때문이다. 한 입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지 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학업  성취와 진로, 

새로운 인 계 형성 등이 학생활 응  빠르

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회변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트 스 상황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Kim, 

2014).

스트 스는 해소를 한 한 처방식이 필요

한데(상게서), 학생들은 스트 스로 인한 불편함이

나 긴장감을 근이 쉬운 게임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Kim, 2015). 이들 부분은 여가시간

의 많은 부분을 게임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실제로 

국내 학생의 47.1%가 게임을 하느라 수업이나 업무

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 다(Lee, 

2013). 이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게임의 특성상 게

임 독과 여가시간을 생산 으로 운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게임은 부정 인 측면만을 가진 해로운 매체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최 의 경험을 제공하여 즐거움

과 스트 스 해소를 돕는 정 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Seo, 2012). 따라서 학생의 스

트 스에 따른 게임 독 수 이 어떠한지 검해 보

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H1: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는 게임 독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학업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경제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장래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 가치 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5 가족 계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6 가족외 계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게임 독에 한 대인 계기술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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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는 두 사람 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 이고 계속 인 상호작용의 복합 인 패턴이

다. 이에 인 계기술이란 의사소통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인 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청, 자기노출, 표

의 명확성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 계기술

은 의사소통으로 서로에 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

에게 향을 미치며, 인 계를 개선하거나 문제에 

처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Danoff, 1996). 인

계기술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와 

욕구  기 를 정확히 인식할 있다(Jo, 2004). 따라

서 원만한 인 계는 정신 인 건강과 올바른 성장

을 도모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 계 기술과 게임 독의 

계는 비일 이다. 첫째, 인 계를 게임 독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나 결과로 설명하

는 입장으로 게임 독이 인 계 형성에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는 

게임 독이 인 계에 악 향을 미친다는 주장(Kim 

et al., 2004; Yoo, 2003)과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주장(Kim, 2000; Yang, 2003),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주장(Kim et al., 2007)이 있다. 둘째, 인 계

가 게임 독의 유인자극이라는 입장이다(Kim, 2002; 

Park, 2000). 이들은 인 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일

수록 게임 독에 빠질 험성이 높다고 말한다. 역

기능 인 의사소통 패턴으로 인해 인 계에서 이

해와 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게

임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해 더욱 빠져들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인 계기술과 게임 독은 

상호 순환 인 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실생활에서 인 계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고립되어 

게임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게임공간에 빠져들게 될

수록 인 계에 어떤 향이든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 계기술이 게임 독의 재변인

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

계기술이 게임 독에 빠질 어떤 험에 처한 개인

을 게임 독에 이르게 하는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고, 험에 처했음에도 그 부정 인 경로로부

터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게임 독에 빠지지 않게 보

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Cho, 2005). 

이와 련하여 Gwon(2005)은 인 계기술이 청소년

의 게임 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억제요인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Ahn(2008)은 인 계

기술이 게임 독 성향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조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 까지 볼 수 없었던 스트 스와 게임

독 계에서의 인 계기술의 재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인 계기술은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와 게임 독간에 계를 조 할 것이라는 추론

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인 계기술은 스트 스와 게임 독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H2-1 인 계기술은 학업문제와 게임 독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H2-2 인 계기술은 경제문제와 게임 독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H2-3 인 계기술은 장래문제와 게임 독의 

계를 조  할 것이다. 

   H2-4 인 계기술은 가치 문제와 게임 독과

의 계를 조  할 것이다.

   H2-5 인 계기술은 가족 계문제와 게임 독

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H2-5 인 계기술은 가족 외 계문제와 게임

독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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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생활스트 스에 빠지기 쉬운 개인 심

리  특성, 가족의 환경특성, 가족외 환경요인들은 

선행변인으로 하고 인 계기술을 조 변수로 한 

연구의 개념  틀로써 게임 독 측모형을 제시하

고 이를 실증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Fig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선행변인으로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문제, 가족 계문제, 가족외 계문제와 게임 독과

의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

래문제, 가치 문제, 가족 계문제, 가족외 계문제

와 게임 독간 인 계기술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분석방법은 SPSS WINDOW용 18.0 로그램을 사

용하여 기본 인 통계분석을 처리하 다. 기본 인 

통계분석에서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검토하

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모형의 가설검증을 

해 각 측정문항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내  

일 성 계수인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 Alpha)

를 이용하 다. 첫째,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 

게임 독, 인 계기술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유의한 상 계를 확인

하 다. 둘째,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와 게임

독에의 향정도를 알아보기 해 다 공선성이 충

족되는지를 확인하 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셋

째, 인 계기술의 재효과를 검증하기 해 조

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활용하

다.

3.2 측 도구

1) 일상생활 스트 스 척도

학생의 생활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Chon et 

al.(200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33문항만 사용하

다. 즉 학업 문제(7 문항), 경제 문제(7 문항), 장래 

문제(7 문항) 가치 (5 문항), 가족 계(7 문항), 이성

과의 계(6 문항), 교수와의 계(6문항)를 본 연구

의 목 에 맞게 학업 문제(7 문항), 경제 문제(6 문

항), 장래 문제(4 문항) 가치 (3 문항), 가족 계(3 

문항), 가족이외의 계(3 문항) 여섯 가지 차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되었

고,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수 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Chon et al.(2000) 의 연구에서의 체 신뢰

도는 0.9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체 신뢰도 

Cronbach'α의 범 는 0.953로 나타났다.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 스의 Cronbach'α는 0.913, 경제 문제로 

인한 스트 스의 Cronbach'α는 0.885, 장래 문제로 

인한 스트 스의 Cronbach'α는 0.829, 가치 으로 

인한 스트 스의 Cronbach'α는 0.729, 가족 계로 

인한 스트 스의 Cronbach'α는 0.736, 가족이외의 

계로 인한 스트 스의 Cronbach'α는 0.887로 나

타났다.  

2) 게임 독 척도

Lee(2001)가 개발한 게임 독 척도에서 학업태도 

하 요인 5문항  요인부하량이 높은 4문항, 부

응행동 요인에서 6문항  4문항, 부 응 인 정서

경험 요인 4문항, 심리 인 몰입  집착요인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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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항, 인 계문제 요인 3문항에 Kim(2002)의 

게임 독 척도  인 계문제 요인의 1문항을 추

가하여 4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  척도 20문항

을 사용하 다. 척도에 한 해석은 수가 높을수

록 게임 독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Lee(2001)의 

연구에서 5개의 요인이 추출된 것과는 달리 이 연구

에서는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사각회 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형 (2001)의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0.93이었고, 이 연

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몰입  인 계문제 요인 

0.964, 부 응 정서와 행동 요인 0.875, 학업태도 

하 요인 0.933 으며, 체 신뢰도는 0.971로 나타났

다. 

3) 인 계기술

Bienvenu의 인간 의사소통 척도를 기 로 하여 

Kim(2002)이 재구성한 13문항을 사용하 다. Likert

식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가 높을수록 

인 계기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문항 2, 6, 

7, 9 번은 역가산하 다. 김 진(2002)의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Cronbach'α)는 0.65 고, 이 연구에서 산

출된 신뢰도는 0.768이었다. 

3.3 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J와 K 학교 학생을 상으

로 임의 추출하 으며, 총 설문은 240부를 연구자가 

방문 배포하 다. 회수된 설문은 총 230부이고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편향  분포를 보인 것을 제외

한 222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성별은 남성 53.6%, 여성이 46.4%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21.6%, 2학년 31.5%, 3학년 20.3%, 4학

년 26.6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상의 성 은 상 

24.3%,  45.1%, 하 30.6%로 확인되었다. 

Section
frequency

(persons)

rate

(%)

Gender

male

female

sum

119

103

222

53.6

46.4

100

Level of

education

high

medium

low

sum

54

100

68

222

24.3

45.1

30.6

100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sum

48

70

45

59

222

21.6

31.5

20.3

26.6

100

Tab.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4. 실증분석

4.1 척도의 구성개념 간 상 계 분석

스트 스와 각 련 변인들에 한 평균과 표

편차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

다. 스트 스가 게임 독과 비교  높은 상 을 나

타냈고, 스트 스의 하 역인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 가족 계, 가족외 계 등의 스트

스가 모두 게임 독과 정  상 을 나타내었다. 

한 학업문제와 인 계기술은 부 인 상 계

를, 장래문제  가족 계와 인 계기술은 정 상

을 나타났다. 

유의한 수 은 아니었지만 경제문제와 인 계

기술은 부  상 이, 가치   가족외 계에서 오

는 스트 스는 인 계기술과 정 상 이 있었다. 

한 게임 독 수 과 인 계기술은 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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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variable

Unstandardi

zed

Coefficients

standardize

d

Coefficient

s

t Sig.T R
2

F Sig.F

Tab. 2 Correlation analysis of component definitions

variable 1 2 3 4 5 6 7 8

Academic problems (1) 1.000

Economic issues (2) .713*** 1.000

Future problems (3) .417*** .556*** 1.000

Values(4) .673*** .649*** .418*** 1.000

Family Relations(5) .586*** .568*** .575*** .537*** 1.000

Other family relationships

(6)
.449*** .436*** .531*** .346*** .519*** 1.000

Game Addiction(7) .552*** .387*** .129* .391*** .370*** .257*** 1.000

Human Relation Skills(8) -.114* -.036 .175*** .021 .123* .008 -.035 1.000

Average 1.635 1.927 2.507 1.995 1.931 2.356 1.545 3.156

Standard Deviation .747 .860 1.051 .967 .874 1.012 .656 .504

주) * p<0.1, ** p<0.05, *** p<0.01 

4.2 가설 검증

1) 스트레스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

<가설 1>은 스트 스가 게임 독에 정(+)의 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 스는 게임 독에 모두 유의한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구체

인 정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스트 스 하 요인인 학업문제는 게임 독

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t=9.073, p<0.01). 이

에 따라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스트 스 

하 요인인 경제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t=6.221, p<0.01). 이에 따라 <가설 1-2>

는 채택되었다. 셋째, 스트 스 하 요인인 장래문제

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t=1.930, 

p<0.05). 이에 따라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넷째, 

스트 스 하 요인인 가치 문제는 게임 독에 정(+)

의 향을 미치고 있다(t=6.298, p<0.01). 이에 따라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스트 스 하 요

인인 가족 계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

치고 있다(t=5.907, p<0.01). 이에 따라 <가설 1-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스트 스 하 요인인 가족외 

계문제는 게임 독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

(t=3.950, p<0.01). 이에 따라 <가설 1-6>은 채택되었

다. 

Tab. 3 The influence of daily life stress on gam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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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 m e

Addiction

s

constant 0.796 8.769
***

0.000

0.272 82.323*** .000Academic

problems
0.458 0.522 9.073

***
0.000

constant 0.977 9.762
***

0.000

0.150 38.695*** .000Economic

issues
0.295 0.387 6.221

***
0.000

constant 1.343 11.839
***

0.000

0.012 3.724
**

.050Future

problems
0.081 0.129 1.930

*
0.050

constant 1.027 11.178
***

0.000
0.149 39.666*** .000

Values 0.265 0.391 6.298
***

0.000

constant 1.009 10.125
***

0.000

0.133 34.888*** .000Family

Relations
0.278 0.370 5.907

***
0.000

constant 1.152 10.633
***

0.000
0.062 15.599

***
.000

가족외 계 0.167 0.257 3.950*** 0.000

Step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²　 ΔR² ΔF

1 Academic problems(A) 0.458 0.522 9.073*** 0.269 82.323***

2
Academic problems(A) 0.461 0.525 9.047***

0.266 0.003 0.189
Human Relation Skills(B) 0.033 0.025 0.435

3
Academic problems(A) 0.362 0.412 1.388

0.263 0.003 0.150
Human Relation Skills(B) -0.022 -0.017 -0.138

Tab. 4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elation skills in the relation of stress and game addiction

주) * p<0.1, ** p<0.05, *** p<0.01 

2) 인 계기술 재효과

조 회귀분석은 한 변수 X가 제3의 변수 Y를 

측하는데, 조 변수 Z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상호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조 회귀분석은 조

변수 없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회귀분석을 실시

한 후, 순차 으로 조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곱(×)을 이용

한 변수를 최종 으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 곱(×) 모형에서 상호작용 항만 유의 이라면 조

변수는 순수조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호작용과 조 변수가 둘 다 유의 이

라면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 조 변수만 유의 이라면 이는 조 변수가 

독립변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

호작용항과 둘 다 유의 이지 못하면 조 변수로써

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단할 수 있다(Han, 

2003).

계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 스트 스 2단계

에서는 스트 스, 인 계기술을 투입하고 3단계에

서는 스트 스와 인 계기술 간 상호작용 변인(스

트 스× 인 계기술)을 투입하여 게임 독에 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스트 스와 게임 독과의 계

에서 인 계기술의 조 효과에 한 <가설 2>의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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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0.032 0.118 0.118

1 Economic issues(A) 0.295 0.387 6.221
***

0.150 38.695
***

2
Economic issues(A) 0.294 0.386 6.192***

0.150 0.000 0.110
Human Relation Skills(B) -0.027 -0.021 -0.021

3

Economic issues(A) 0.364 0.478 0.478

0.150 0.000 0.068Human Relation Skills(B) 0.016 0.012 0.012

A×B -0.022 -0.098 -0.098

1 Future problems(A) 0.081 0.129 1.930
**

0.017 3.724
**

2
Future problems(A) 0.087 0.139 2.051**

0.020 0.003 0.754
Human Relation Skills(B) -0.077 -0.059 -0.868

3

Future problems(A) 0.545 0.873 2.187
**

0.035 0.015 3.478
*

Human Relation Skills(B) 0.259 0.199 1.292

A×B -0.142 -0.828 -1.865
*

1 Values(A) 0.265 0.391 6.298
***

0.153 39.666
***

2
Values(A) 0.265 0.391 6.289***

0.154 0.001 0.314
Human Relation Skills(B) -0.045 -0.035 -0.560

3

Values(A) 0.408 0.601 1.631

0.155 0.001 0.336Human Relation Skills(B) 0.039 0.030 0.235

A×B -0.045 -0.223 -0.579

1 Family Relations(A) 0.278 0.370 10.125
***

0.137 34.888
***

2
Family Relations(A) 0.285 0.380 6.029***

0.143 0.007 1.668
Human Relation Skills(B) -0.106 -0.081 -1.291

3

Family Relations(A) 0.897 1.195 3.702
***

0.169 0.025 6.622
***

Human Relation Skills(B) 0.244 0.187 1.541

A×B -0.184 -0.903 -2.573
***

1
Other family

relationships(A)
0.167 0.257 3.950

***
0.066 15.599

***

2

Other family

relationships(A)
0.167 0.258 3.948

***

0.068 0.002 0.317

Human Relation Skills(B) -0.048 -0.037 -0.563

3

Other family

relationships(A)
0.240 0.370 1.016

0.068 0.000 0.099
Human Relation Skills(B) 0.007 0.005 0.037

A×B -0.023 -0.122 -0.314

주) * p<0.1, ** p<0.05, *** p<0.01 

첫째, 스트 스 하 요인  학업문제가 게임 독

에 미치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은 2단계 회귀

분석에서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t=0.436), 3단계 회

귀분석에서도 비유의 으로 나타남(t=0.118)에 따라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둘째, 스트 스 하 요인  경제문제가 게임 독

에 미치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은 2단계 회귀

분석에서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t=-0.021), 3단계 회

귀분석에서도 비유의 으로 나타남(t=-0.098)에 따라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셋째, 스트 스 하 요인  장래문제가 게임 독

에 미치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은 2단계 회귀

분석에서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t=-0.868), 3단계 회

귀분석에서는 유의 으로 나타남(t=-1.865, p<0.1)에 

따라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넷째, 스트 스 하 요인  가치 문제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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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향에 한 인 계기술은 2단계 회귀분석에

서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t=-0.560), 3단계 회귀분석

에서도 비유의 으로 나타남(t=-0.579)에 따라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트 스 하 요인  가족 계문제가 게

임 독에 미치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은 2단계 

회귀분석에서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t=-1.291), 3단

계 회귀분석에서는 유의 으로 나타남(t=-2.573, 

p<0.01)에 따라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스트 스 하 요인  가족외 계문제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은 2단

계 회귀분석에서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t=-0.563), 3

단계 회귀분석에서도 비유의 으로 나타남(t=-0.314)

에 따라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가설 2-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 스 하 요인인 장래문제와 

가족 계문제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 계

기술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게임 독을 

완화하는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일상생활 스트 스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에 한 인 계기술의 

재효과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하여 SPS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 222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서 밝 진 연구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으로 인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인 계 기술은 낮고, 자신의 장래와 가족 계로 

인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인 계 기술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 스가 높을수록 인

계 기술이 낮다는 것은 학업에 투여하는 심과 

시간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입시경쟁 체제에

서 답습된 비 력  학습방법을 추구하는 습성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학생 입장

에서 자신의 장래를 고민한다는 것과 가족 계 문제

로 힘들어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새로이 요구되는 인 계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

는 국내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 스에는 

인 계 외의 방법으로 처하고, 자신의 장래와 가

족 계로 인한 스트 스에는 인 계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처하고 있음을 뜻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러한 스트 스에 한 인 계 

외의 처방법은 게임 독 방에는 비효과 인 방

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계를 

추구할수록 그 기술은 발달해 갈 것으로 구나 짐

작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이 학업문제가 

게임 독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래문

제와 가족 계의 문제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을 

인 계기술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이러한 해석은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 스가 많

은 학생일수록 게임으로 스트 스를 풀고자 하는 성

향이 강함을 시사할 수도 있다. 게임에 장시간 노출

될수록 독의 험이 크기 때문이다(Cho, 2010; 

Goldberg, 1996). 따라서 학생의 게임 독을 방

할 수 있으려면 각자의 스트 스 주요 원인이 무엇

인지와 그에 한 주요 처방법  그 결과를 검

하고 보다 효과 인 처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의한 수 은 아니었지만 게임 독 수 이 

높을수록 인 계기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게임 독과 인 계기술의 부 상 계를 해석

한 것이므로 인 계기술이 낮을수록 게임 독 수

이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게임 독이 인 계에 악 향을 미친다는 주

장(Kim, 2000; Yang, 2003)과 인 계가 게임 독의 

유인자극이라는 주장(KIm, 2002; Park, 2000)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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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

을 겪을수록 고립되어 게임시간이 늘어나고, 게임시

간이 길어질수록 인 계에 악 향을 미치는 경향

이 있음이 본 연구에서 좀 더 확연히 밝 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  상 계 수 이 유의하지 않다

는 측면에서는 게임 독과 인 계기술은 서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Kim et al., 2007)을 무조

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는 게임 독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

제, 가치 문제, 가족 계 문제, 가족외 계문제 등

의 모든 요인이 게임 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들(Kim, 2012; Suh, 

Lee, 2007)과 유사하며, 이는 스트 스로 인한 불편

함이나 긴장감을 근이 쉬운 게임을 통해 통해 해

결하려는 경향(Kim, 2015)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의 일반생활 스트 스가 게임

독의 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말하는 것으로 학

생들이 일상 스트 스를 히 리하고 이에 처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학생

의 스트 스가 게임 독과 련된 험요인으로 확

인되었고, 학생의 스트 스는 다양한 신체 , 정신

 증상으로 발 되고, 특히 정서  증상(걱정, 우울, 

흥분, 조바심, 분노, 좌 감, 고독감, 무력감)을 증가

시키기 때문이다(Lee, 2004). 따라서 학생들이 자

신의 스트 스를 히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

입을 통해서 게임 독으로 빠질 험성을 이고, 

한 스트 스 증상 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스트

스의 하 요인  학업문제가 게임 독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문제를 높게 지각하고 그로 인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게임 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국내 학생들이 학업스트 스를 회피

으로 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다 극 으로 학업스트 스에 처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지도해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일상생활 스트 스가 게임 독

에 미치는 향에 있어 인 계기술의 재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트 스의 하 요인  장래문제와 

가족 계문제가 게임 독에 미치는 향을 인 계

기술이 유의하게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수 은 아니었지만 스트 스를 구성하는 다른 하

요인들이 게임 독에 미치는 향 한 인 계기

술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트 스와 게임 독 간의 계에서의 인

계기술의 조 효과를 보고하는 기존의 유사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Kook, 2005; Ahn, 

2008). 즉 인 계기술은 스트 스가 게임 독에 미

치는 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 는 통제를 보여

으로써 인 계기술이 스트 스로 인하여 게임 독

에 빠지는 험성을 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는 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이 경

험하는 스트 스가 학생들의 행동  심리  특성

에 향을 미치는데(Brantley, Mcknight, Tones & 

Tuley, 1988), 스트 스가 가져다주는 부정 인 효과

를 인 계기술이 감소시키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 계기술이 최근 학생들의 심

각한 문제행동으로 두되고 있는 게임 독을 방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략으로 인정될 수 있다

(Kook, 2005)는 주장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

생들의 게임 독을 방하는데 있어 인 계기술을 

높여주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게임 독을 방하려면 자

신의 스트 스에 효과 으로 처해야 하고, 하나의 

처방법으로 인 계기술 함양이 효과 인 처

략이 될 수 있음을 밝 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

에도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학생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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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료를 수집하 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지역의 학생을 연구 상으로 하거나 지역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

생 남녀가 스트 스에 처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Univ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ilas, 2015)는 보고를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남녀 학생 간의 비교연구

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스트 스를 원인으로 한 

다양한 결과변수가 계할 수 있음에도 게임 독에 

미치는 향만을 탐색하 다. 향후 다양한 결과변수

를 활용한다면 보다 유익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는 스트 스와 게임 독의 

계에 있어서 인 계기술의 조 효과만을 고찰하

다는 제한 이 있으므로 스트 스가 게임 독에 

향을 미치는 것을 조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다

양하게 고려해보는 연구도 유익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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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tress in their daily lives on game 

addiction,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human relation skill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ir daily life 

stress. For this study, surveys of 222 university stud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displayed lower human relation 

skills as the level of stress from the studies increased. In contrast, the participants displayed higher 

human relation skills as the level of stress from future plans and family relations increased. Second, as 

the level of game addiction increased, human relation skills were found to be lower. Third, the 

university students' stress from daily lives had a static effect on game addiction. The participants 

displayed tendency of game addiction as they had high levels of stress from their studies, financial 

issues, future plans, values, family relations, and human relations with people apart from their family. 

Among the listed factors of stress, the stress from the studies most strongly influenced the participants 

to be addicted to games. Fourth, among the sub-factors of stress in the university students, issues in 

future plans and family relations significantly control the game addiction. 

Studies on this area has been insufficient. From the study, it is found that in order to prevent 

university students to be addicted to games, they must cope well with their stress. Furthermore, this 

study carries its significance in finding the results that human relation skills contribute as a part of 

dealing with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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