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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자기보고식 인터넷 게임중독 경
향성 척도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및 인터넷 게임중독 관련 척도와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관련 연구에서 드러난 아동의 게임중독 특성을 바탕
으로 3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 97명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게임몰입 5문항, 게임환경 2문
항, 게임습관 2문항의 총 3요인 9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전체
신뢰도, 하위 요인간 신뢰도, 각 문항 및 전체 문항 간 상관은 적절하였다. 또한 요인
분석을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게임몰입, 게임
환경, 게임습관에 대한 3요인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개
발이라는 것과 인터넷 게임중독문제에 있어 중독의 뚜렷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시
기인 초등 저학년 아동의 특징을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인터넷 게임중독,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Ⅰ

. 서 론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실제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수매체로서도 활용되는 등의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결
과 컴퓨터가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활용이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나 문화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2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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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흐름에 뒤쳐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쉽게 허용하
게 되는데(김진순, 2002),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터넷을 이용하는 연령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김명숙,
2010)에서 전체 조사대상의 49.2%가 2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1∼2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도 24.1%에 달해 73.3%에 해당하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결단력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려 행동하지 못하고 ‘우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성을
갖는다(최인숙, 2008). 게다가 인터넷 및 게임콘텐츠의 캐릭터, 화면, 소리 등은 아동
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도록 만든다.
결국 아동들이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하기보다 인터넷 게임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
성이 높아지게 된다.
만5세∼9세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률 조사는 관찰자 척도(한국정보화
진흥원, 2011)를 활용하여 2011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만5세∼9세 유·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나타나 성인 인터넷 중독률 6.8%에 비해 높은 결과
를 보였다. 아동의 인터넷 사용은 활용하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게임에 치우치기
쉬워 인터넷 인구의 저연령화는 인터넷 게임 사용 인구의 저연령화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이미화, 2009; 주세진, 2008). 또한 아동이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기 이전에 컴
퓨터와 친숙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게임을 먼저 접하게 되면서(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송숙자, 심희옥, 2003)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에서 컴퓨터를 놀잇
감으로 선호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영, 조준오, 2007).
이러한 추세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이 인터넷 게임 과다사용이라는 역
기능적 결과를 전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미경, 2002; 김승옥, 이정수, 이
경옥, 2008; 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서민영, 임은미, 2010; Brenner, 1997).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 실태에 맞추어 인터넷의 바람직한 활용이 강조되고 있
다(권민균, 최명숙, 2004; 이추진, 2007; 허상구, 2009).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
함에 있어 아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지의 경향성 수준을
파악하여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일상생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사
용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기 전에 아동의 게임
이용에 대한 태도 변화 및 경향성 수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몰입이나 중독에
까지 이르기 전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는 한국정보문
화진흥원(2006)의 온라인 게임중독 진단척도(G-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발달적 특성
에 따라 청소년용(만13세∼18세), 아동용(만9세∼12세), 유아 및 초등 저학년용(만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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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의 세 그룹으로 적용대상이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아동용 및 청소년용의 경우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임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반면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는 관찰자 진단
척도로 제작되었다. 이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게임행동
이나 경향성을 판단하거나 진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보고
하지 못하므로 성인의 보고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 대상자로 구분한 데서 기
인한다(김영아, 오경자, 문수종, 김유진, 2005). 따라서 이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 관찰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
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드러내려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편파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용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에만 의지하는 것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
(한미현, 유안진, 1995)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이 자기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자신의 능력을 관대하게 평가하
고 객관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평가
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Harrington, 1995). 더욱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특성은 드러나는 외적인 게임행동만으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김승옥, 이경옥, 2007) 부모 관찰로만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이 보고된다면 자칫 인
터넷 게임중독의 가능성이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용 보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아동용 자기보고식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른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경우에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용
자기보고식 척도가 많이 있는데, 7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Kovacs과 Beck(1977)
의 아동용 우울검사(CDI)가 활용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지능 평가도
구(박낭자, 양승희, 조인숙, 노성향, 2005) 역시 아동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점을 고려
할 때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측정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적 특
징과 수준을 고려한 문항이 개발된다면 아동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상태에 대
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의 온라인 게
임중독 진단척도(G-척도) 중 아동용(만9세-12세) 진단척도와 유아 및 초등 저학년(만
5세-8세) 관찰자 진단척도 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 저학년 아동의 자기보
고식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가 개발되어 미리 경향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인터
넷 게임중독 예방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을 교육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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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항개발 과정

1. 기초 예비문항 구성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 게임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일상생
활에서의 문제를 초래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기초 예비문항은 선행연구인 한국
정보문화진흥원(2006)의 온라인 게임중독 척도 중 만9세∼만12세 아동용 자가진단 척
도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관찰자 진단척도, Young의 인터넷 중독척도, 유아
의 컴퓨터게임 과몰입 진단척도(정아란, 2007), 아동용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김승옥,
김혜수, 이경옥, 2007),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류영선, 2007), 아동을 위한 다차원 병리
적 인터넷 이용 척도(문성원, 김성식, 2005)에 근거하여 요인을 구성하고 문항을 수집
하였으며 관련된 국내·외 논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원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중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게임행동 및 게임중독
경향성, 측정도구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즉, 온라인 게임중독 아동용
자가진단 척도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용 온라인 게임중독 관찰자 진단척도 등을 참
고하여 제작한 38문항과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다룬 연구에서 보고
된 특징을 반영한 52문항으로 총 90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2. 내용타당도 검증 및 예비문항 작성

선정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심리 교수, 상담심리 박사
과정 수료자,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현직 교사 등 총 7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
였다.
검토과정은 전문가들에게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설명 한 후
문항이 그 개념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관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즉, 기초문항
의 적합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아니다’에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항 검토 시에는 문항의 간결성
과 정확성,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편파성 여부, 부적절한 단서 및 중복된 내용이 있
는지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Worthen et. al, 1993; 박도순, 2000에서 재인용). 또
한 문항에 따라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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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은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문항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할 것도 요청하였다.
전문가에 의해 검토된 내용 중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복된 문항
에 대한 지적에 따라 다시 문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미상 중복된 문항들은 삭제하
여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여가 시간 대부분을 게임을 하며 보낸다’와 같이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문항은 ‘나는 친구
들과 놀 때에도 주로 인터넷 게임을 한다’로 수정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입장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게임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욕
을 하거나 흥분된 모습을 보인다’와 같은 문장은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흥분할 때가 있다’로 수정하였다. ‘다음에 게임하려고 미리 계획해 둔다’
는 문장은 게임에 집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계획성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 여겨질 수 있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
여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 문장 안에 게임과 인터넷 게임이 혼용되어 사용되
는 문항은 아동의 입장에서 게임의 범주를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게임
기를 이용한 게임으로도 확장하여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게임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게
임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능한 단순하고 명확하
게 3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환경과 관련하
여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예비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와 잘 놀아주는 편이다’의 1문항을
추가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척도를 개발할 때 초기문항 수가 도구 문
항수의 2∼3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박도순, 2000; 엄명용,
조성우, 2010).
개발하려는 검사는 초등 저학년 아동에 의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문항을 설계
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성된 문항
은 개별 문항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이해하는데 어려
움이 없는지, 문항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검토하였다. 문장에
주어가 빠져있는 경우 ‘나는’의 주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구조를 갖추도록 하였고
특히,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중 부정을 사용하지 않고 문장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발된 예비문항의 질과 유용성을 검증하여 최적의 문항들을 선정하
고자 하였으며 문항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장 적용을 실
시하였다.
3. 문항 설문지 제작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선정된 문항은 자기보고 방식의 Likert 척도로 질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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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으며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검사 시간을 10-15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
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예비문항을 아동에게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주어 점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유형은 아동이 과거 경험에 대해 회상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추측하여 응답하는
모호한 의식수준의 문항보다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는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초등학생 186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이중으로 응답하였거나 한 문항이상 응답하지
않는 등 설문지 작성이 부적절한 17명과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
을 제외하고 97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관
찰자 진단척도는 자료 분석 대상인 97명 중 부모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가 수거되고
또한 성의 있게 기입된 69명의 설문지만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개발을 위한 도구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예비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공인타당도의 검증을 위한 도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이 개발한 온라인 게
임중독 척도 중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관찰자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가.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검사

본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도구는 내용타당도를 거쳐 연구자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대상 아동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는 .92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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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게임중독 관찰자 진단척도

유아 및 초등 저학년(만5∼8세)을 위한 온라인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는 총 18문항
으로 구성된 간편형 척도로 부모가 자녀의 게임행동 및 게임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
록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에서 개발한 척도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은 자녀의
게임환경적 특성 4문항, 게임지향적 생활 9문항, 금단 및 정서경험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 형태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는 게임환경적 특성 .5206, 게
임지향적 생활 .8755, 금단 및 정서경험 .7348이며 개발당시 전체 신뢰도는 .8702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56이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녀
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3개 영역에서 추출된 35개 문항의 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현재,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 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발방향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아동에게
집단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직후 바로 회수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무기명으
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검사를 마친 후 담임교사
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확인한 문항의 이해도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문항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부모용 척도는 아동의 집으로 보내어 부모가 작
성하도록 안내 한 후 취합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1.0과 IBM SPSS Amo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타당도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요인추출방법으로 공통
요인 분석 중 하나인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을 묶어 분석하였다. 요인
축을 회전하는 방법으로는 직각회전 방법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총합과 각
문항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부모용 온라인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한국정보

17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5)

문화진흥원, 2006)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Ⅴ

. 연구결과

1.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타당도 분석

가.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점
수를 기초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수집
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KMO값은 .758로 1에 가깝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1585.495(df=595, p=.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묵, 2003; 김계수, 2005).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절한 요인의 수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기준은 누적분산
비율, 스크리 검사 결과와 연구자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요인의 수를 정하는 해석가
능성(이순묵, 2003)을 고려하였다. 문항 간의 상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관행렬에서
나머지 문항과 일관되게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큰 상관계수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제거할 만한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공통요인 분석 중 하나인 주축요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선택하여 스크리 검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중
Varimax 방법을 채택하여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
하게 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 결과에 대
해 초기 공통성 결과가 0.4 이하의 공통성 값을 갖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분산결과 누적분산비율이 60% 이상에 해당하고 고유값이 1.0 이상
을 충족하는 요인이 12개가 추출되었으며 누적분산비율은 60.185%에 해당하였다. 이
는 당초 예상했던 요인의 수와 크게 차이가 보이는 결과이다. 반면, [그림 1]의 스크
리 검사 결과를 보면 기울기가 급강하했다가 평평해지기 바로 직전 지점의 개수로
요인의 수를 정하는데 4번 요인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지므로 요인의 수는 3개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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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스크리 검사 결과
따라서 연구의 초기 계획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어진 척도에 근거하여 요
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에 대한 3요인을
산출하였으며 설명된 총 변량은 33.962% 로 나타났다.
문항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절대값이
0.40 이상을 적용하였다(김계수, 2005; 송지준, 2012). 이때, 요인 적재치가 이중 부하
된 문항을 선별하여 제거하였으며 특정 요인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요인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거나 요인부하량이 .1 이하로 차이가 나는 문항을 제거하고 남은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1요인에 10문항, 2요인 4문항, 3
요인 8문항이 선정되어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도출된 3개의
요인은 각각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으로 명명하였다. 제1요인으로 추출된 10문
항은 문항 작성 시 금단과 정서경험으로 분류하였으나 문항의 내용이 게임에 집착하
며 게임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행동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에 따라 게임몰입의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제2요인은 아동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소로 판단하여 게임환경으로 분류하였고 제3요인은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으로 정리하여 게임
습관으로 분류하였다.
1번, 2번, 3번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5.200, 3.392, 3.295로 고유치 1 이상으로 나타
났고 분산설명율도 요인별로 각각 14.856%, 9.692%, 9.414%의 설명력을 보였다.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33.962%가 설명되고 있으며 .4이상의 요인부
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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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몰입, 두 번째 요인은 게임환경, 세 번째 요인은 게임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
라서 총 22개 문항으로 구분된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하위요인은 인터넷
게임의 중독특성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시작하고 점점 인터넷 게임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행동과 태도를 반영하여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으로 수정하여
명명하였다.
<표 1> 회전된 요인행렬
28. 나는 인터넷 게임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5. 나는 가족이나 친척의 모임에서도 인터넷 게임만 하는 편이다.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인터넷 게임
23. 나는
을 하게 된다.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가
26. 나는
들리는 것 같다.
2. 나는 다른 활동보다 인터넷 게임이 가장 재미있다.
20. 나는 인터넷 게임을 안 할 때에도 인터넷 게임 생각이 난다.
24. 나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도중 누가 방해를 하면 짜증이 난다.
4. 나는 친구들과 놀 때에도 주로 인터넷 게임을 한다.
1. 나는 평소에 인터넷 게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9. 나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인터넷 게임부터 한다.
29. 나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31.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다.
32. 가족 중에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3. 나는 인터넷 게임을 시작한 후로 학교가 재미없어졌다.
17. 나는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할 때가 있다.
21.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게임을 하고 싶다.
11. 나는 부모님 몰래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있다.
33.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13. 나는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밤늦게 잠을 잔 적이 있다.
19. 나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전보다 짜증이 늘었다.
6. 내 캐릭터가 다치거나 죽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15. 나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동안에 화장실 가는 것을 잊기도 한다.

1

.697
.597
.588
.569
.568
.550
.526
.515
.504
.502
.121
.092
.151
.260
.026
.226
.163
.127
.304
.156
.230
.107

요인
2
3
.271 .120
.125 -.065
.285 .221
.399 .113
-.172 .208
-.178 .340
.273 .195
.339 .045
.100 .360
.068 .335
.643 .177
.529 -.050
.526 .017
.404 .135
.054 .529
-.033 .524
.229 .523
.019 .473
.295 .446
.390 .440
.099 .422
.30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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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인타당도 검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근거로 측정구조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기 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초등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확인 요인분
석의 모형은 수용하기 어려운 적합도 결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형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재분석을 통하여 일부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
서 초기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을 검토하여 낮은 값의 문항을 각각
제거하며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적합도 분석결과

CMIN df p CMIN/DF RMR GFI AGFI NFI RFI IFI CFI RMSEA
31.503 24 .140 1.313 .029 .937 .883 .873 .810 .967 .965 .057

적합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AGFI, NFI, RFI의 적합도 지수가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적합지수 NFI는 소표본인 경우 너무 작아지고 표본이 500이상인 경우 0.99이
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김계수, 2005) 본 연구에서의 적은 사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표본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NFI 값을 조정한 값
인 IFI는 0.967로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AGFI 역시 대표본인 경우(n>100) 높은 값
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계수, 2005)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χ²의 검정결과로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CMIN 값은 31.503, 유의확률은 0.140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하였고 CMIN/DF값도 1.313으로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하였다.
RMR이 0.05보다 작은 0.029의 수치를 보였고 GFI, IFI, CFI에서 적합도 기준치인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RMSEA 0.057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모델 기준치에
적합한 수치로 나타났다.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GFI와 AGFI에 비해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가 0.9 이상이므로 모델을 적
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은 표본크기에서도 안정된 결과를 제시해 주는 적합
도 지수로 평가받는 CFI를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본 모형의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고 NFI에 의하면 전체 모형의 양호한 정도는 87.3%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얻어진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최종 SMC
분석한 결과 9문항이 제거되었으며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문항 15’가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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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요인계수와 요인 간 상관의 크기를 검토하
여 검정통계량 C.R. 값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인지 여부를 해석하였다. 공분
산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Covariances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몰입
***p＜.001

<-->
<-->
<-->

Estimate
게임환경 .150
게임습관 .170
게임습관 .124

S.E.
.046
.06
.032

C.R.
3.233
2.845
3.896

P
.001
.004
***

연구결과에서 모든 C.R. 값이 1.96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송지준, 2012) 유의수준
⍺=.05에서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Estimate S.E.
문항28 <- 게임몰입
.680
1.000
문항5 <- 게임몰입
.542
.990 .213
문항23 <- 게임몰입
.653
1.479 .270
문항26 <- 게임몰입
.792
1.386 .219
문항24 <- 게임몰입
.678
1.430 .253
문항29 <- 게임환경
.663
1.000
문항32 <- 게임환경
.547
.982 .321
문항13 <- 게임습관
.937
1.000
문항15 <- 게임습관
.462
.374 .137
***p＜.00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C.R.

P

4.647
5.473
6.336
5.650

***
***
***
***

3.064 .002
2.73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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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경로모형
다.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각 요인 간 변별력을 점검하
고 전체와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각 요인간의 상관
및 전체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p<.01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
전체

게임몰입 게임환경
1
.400**
1
.437** .309**
.889** .736**

게임습관
1
.620**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은 전체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게임몰입과 전체
와의 상관계수는 .889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각 요인간에는 낮은 상관을 나타
내었다.
라.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공인타당도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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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와 관찰자 척도와의 상관관계(n=68)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 관찰자척도
게임몰입
1
게임환경
.324**
1
게임습관
.489**
.216
1
관찰자척도
.285*
.244*
.072
1
**p<.01, *p<.05
아동의 자기보고식 척도와 부모의 관찰자 척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관찰자
척도와 게임몰입은 .285, 게임환경은 .244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낮은 정
도의 상관을 보였고 게임습관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몰입이나
게임환경은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이 가능한 영역인데 비해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임습관은 아동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요인이므로 타인에 의해 관찰 가
능한 변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임몰입
이나 게임환경에 대해서도 아동과 관찰자인 부모가 지각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신뢰도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분석과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Cronbach's ⍺는 .781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게임몰입 .794, 게임환
경 .527, 게임습관 .589로 나타났다.
<표 7>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신뢰도
문항수
게임몰입
5
게임환경
2
게임습관
2
계
9

Cronbach's ⍺
.794
.527
.589
.781

4.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절차를 수
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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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문항
하위요인
문항내용
나는 인터넷 게임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나는 가족이나 친척의 모임에서도 인터넷 게임만 하는 편이다.
나는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인터넷 게임을 하
게임몰입 게 된다.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내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방해를 하면 짜증이 난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게임환경 나는
우리 가족 중에는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 잠을 잔 적이 있다.
게임습관 나는
나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보면 화장실 가는 것을 잊기도 한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한 문항은 4점 척도로 작성되었으나 검사를 실시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아동이 자신의 상태를 4점 척도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척도를 작성할 때 ‘그
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의 3점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박낭자 외(2005)의 연구에서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5단계 평정법을 시도
하였다가 3단계 평정법으로 검사문항을 제작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Ⅵ

. 논의 및 결론

아동의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을 돕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권민균, 최명숙, 2004; 이추진, 2007; 허상구, 2009)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 저학년 아
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고 초등 고학년 이상의 청소년에
비해 게임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활동이 사전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진전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
정이 거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적인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초등
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를 진단하고 절절히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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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는 게임몰입, 게임환경, 게임습관의 3요인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초등 저학년 아동이 자신의 인터넷 게임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전체 Chronbach'α .781로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측정을 관찰자 척도에
의존하거나 연령에 맞지 않는 척도를 사용하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연
관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게임중독은 관찰 가능한 행동만으로 측정될 수 없는 변화를 포함하
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아동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게 함으
로써 인터넷 게임사용에 있어 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찰자 진
단척도로 얻을 수 없는 행위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성이 있는 아동에 대해 적절한 예방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척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즉, 아직 인터넷 게임중독의 뚜렷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시기의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청소년기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한 장기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
임중독 경향성 측정도구의 개발은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지역이나 학원 등의 시설이 거의 없어 방과 후 시간에 또래와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여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이 많은 지역은 조사대상자
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학급단위로 조사를 진행한 후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는 많은 수의 아동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적은 사례수로만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의 수는 문항 수의 5∼10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며(엄명용, 조성우, 2010) 적어도 4
∼5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성태제, 2004) 본 연구는 35문항에 대해 약 2.8
배에 해당하는 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항수에 대한 대상자수 비율로
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타당한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수를 확대한 연
구를 진행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에 이르렀
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점(cut-off score)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점수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 대부분 일반사용자군인 아동을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개발 181

중독수준을 적절하게 변별해내기 어려운 한계를 수용하여 이를 점수로 한정하는 것
이 성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은 수의 표본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점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척도문항 개발 방향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제작하고자 하였으므로 아동이 작성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문항수를 축소하여 작성되
었으나 문항을 제시하는 방법을 그림 자료와 같이 시각화 한다면 초등 저학년 아동이
문항을 이해하는데 있어 문해 수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06년 당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유·
아동과 관련한 인터넷 게임 중독사례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비 연구적 성격의
부모용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여 아
동의 인터넷 게임행동에 대해 아동이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고 보고하게 하는 척도로
주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등 고학년
이상의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공격성, 충동성, 우울 등의 인터넷 게임중독 증상을 나
타내지 않는 초등 저학년 아동이 인터넷 게임을 사용함에 있어 보일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한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어린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이 척도를 부모용 관찰자 척도와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의 제한점과 제
언을 토대로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척도 개발 연구가 더
확대되어 진행된다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의 예방에 기여하고 또 이미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아동을 돕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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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Internet Game Addiction Tendency Scale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Jeong, YeanHong(Korea National
Yu, HyungKeu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was planned to develop an Internet Game Addiction Tendency Scale for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established scale,
the concept of the internet game addiction was defined. This study selected key
elements of the sub factors by drawing the implications from a previous study of
internet game addiction and the factor of internet game addiction scale, which had
been used previously. The content validity of the scale was examined by 7
professionals. Then, the survey of 97 2nd grade students was made.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a self-reporting Likert 5-point scaled questionnaire containing 35
questions after minutely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and content validity of the
first 90 questions selected.
The results of study are : First, Internet Game Addiction Tendency Scale consists
of 3 factors with 9 items : overindulgence in internet games (5 items), accessibility to
internet games (2 items), and experience during the internet game (2 items).
Second, a 3-factor structure confirmed through factorial analysis. Appropriateness
of the scale confirmed through construc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reliability.
In conclusi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tendency scale appears to be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to identify the children internet game addiction tendency, which is
significant because the scale is self-reported. Overall, this scale will be a great help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ternet game addiction for lower 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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