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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1)
신효미2)
유미숙3)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기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력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아동기에 적절한 스트레스 대
처행동을 교육하고,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여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 6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
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적극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낮아지고, 공격적 및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
을 할수록 그 위험성이 높아지며, 특히 여아의 경우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적응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적극적 및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낮아지고 공격적 및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그 위험성이 높아
지나, 특히 남아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여아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낮
아지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을 통한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
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주고 여아의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또한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 남아의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은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에 간접적인 영향만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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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Ⅰ. 서론

게임중독의 중요한 변인(Griffiths & Hunt,

1998)이 되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고
립과 위축(Griffiths, 1997), 충동성(이소영, 2000), 공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국내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2005년
말 인터넷 이용자는 3,30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2.8%로 추산되고 있으며(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5), 인터넷 사용 연령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
생의 93.3%, 중학생의 99.4%, 고등학생의 98.9%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이경님, 2004). 인터넷은 정보화시대
에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인터넷이
미치는 부작용 또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적 사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
중독증이며(조아미, 방희정, 2003), 국내에서는 대표
적인 인터넷 중독증으로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
물중독이 지적되고 있다(어기준, 2000).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는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
함으로써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
각한 정신적, 정서적 부적응을 야기하고 있는 ‘게임
중독’이 대두되고 있다(이경님, 2004). 이에 따라 아
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 중 특히 게임중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게임이며(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2005), 또한 게임 사용시간이 길어
지면 게임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게임중독의 위험성은 우리나라에
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조아미, 방희정, 2003). 한
편 최근에는 게임중독이 청소년에서 초등학교 아동
으로 저연령화되고 있어 게임중독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 등의 사례가 초등학교 아동에서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 위험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이경님, 2004).
게임중독과 관련된 개인 변인을 연구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게임이용동기 혹은 목적

격성(이송선, 2000), 고독감(정경아, 2001), 낮은 자
기통제력(이경님, 2003),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부재
(정경아, 2001; 이해경, 2001) 등이 예측변인이다. 이
와 같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성격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
루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인터넷 게
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으로서의
성격특성은 예측변인이 될 수 있으나 그 특성상 바
뀌기 힘든 부분이며,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
된다.
또한 환경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족환경변
인, 학교환경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가족
환경변인에 관련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조춘범,
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이세용, 2000; 방희정, 조아
미, 2002), 가족의 지지(안석, 2000; 이해경, 2002) 등이
예측변인이었다. 그리고 학교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로서 학교 만족도 혹은 학교생활 부적응(정경아,
2001), 학업성적(윤영민, 2000; 조춘범, 2001), 또래
의 지지(이해경, 2002), 교사의 지지(이계원, 2001)
등이 예측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이처럼 가족환경
변인과 관련된 환경변인이 주로 예측변인으로 밝
혀져 온 반면 학교환경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그
위험성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변인과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 개
입이 용이한 환경 변인으로서 학교환경변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아
동은 가족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학교와 또래집단이
라는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아
동의 정서적 부적응(Holahan & Moos, 1987),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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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상태(한미현, 1996), 우울증(Rowlison & Felner,

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또

1998)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개인 내적인 요인으

다른 도구를 찾게 되면서 컴퓨터와 친숙하게 되고

로 인해 아동은 게임에 더 몰두하게 된다고 밝혀진

점차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김정래,

바 있다(박진아, 정문자, 2001). 그리고 Young(1998)

2000). 또한 이런 학교 부적응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현실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나타난다고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이경화,

서 사이버 공간에 매달린다고 하였으며, 청소년과

손원경, 2005).

아동의 경우에는 성적이나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기에 중요한 환경 변인인

하여 그러한 현실로부터 멀어지거나 도피하고 싶어

학교환경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아동의 인터넷 게임

서 사이버 세계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중독 위험성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체가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을 유의미하

대처행동은 학교적응을 설명, 예측뿐만 아니라 아동

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스트레스 자체 보다 스트레

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중요한 개인

스 대처행동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이 인

적 변인이 될 수 있다. 즉,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터넷의 병리적 사용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행동

나났다(서승연, 2001). 이와 더불어 윤미선과 조정선

을 하지 못함으로써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2005)의 연구에서도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비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 또는 인터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감과

넷 중독과 같은 행동 상 적응의 문제 등에 영향

긴장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인터넷 활동을 통해

을 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방식과 학교생

이런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활적응, 인터넷 게임중독은 서로 상호호환적인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 변인으로서 스트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대처행동 방식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간의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 스트

관계(Dubow

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 및 병리적인 인

Lasarus, 1984; 이옥주, 2003, 이연실, 2005), 스트

터넷 사용을 예방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진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영, 2002), 학교생활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

Tisak,

1989;

Folkman

&

이와 더불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

영향(최유엔, 2003; 김진희,2005; 장우민, 2003)에

치는 환경 변인으로서 학교는 학령기 아동에게 큰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 두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의

변인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어떠한 경로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삶의 요소라 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 있으며,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따라서 아동의 개인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

태도를 갖고 바람직한 사회, 정서적 행동을 보이는

레스 대처행동과 아동기에 중요한 환경인 학교생활

것으로 볼 수 있다(Berndt & Ladd, 1989; 문은식,

의 적응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2002; 민하영, 권기남, 2004).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체계와 경쟁구조로 인해 성적이 낮은 학생, 환경

또한 아동의 성별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관심자체도 별로 없는 실정(장

서는 서울특별시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재석, 2005)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생활에 부적

성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

응현상을 가지고 온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에 흥

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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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의 스트레스 대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변인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성별

나아가 이에 맞는 치료적 개입과 교육 방안을 모색
학년

함으로써 아동기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분
남
여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N(%)
328(49.6%)
334(50.4%)
159(24% )
221(33.4%)
282(42.6%)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2. 연구문제
첫째,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1) 스트레스 대처행동

게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
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치는 직‧간접 경로는 어떠한가?

모두 20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한다. 각 하
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Ⅱ. 연구방법

2) 학교생활적응

1. 연구대상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는 임정순(1993)의 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 5, 6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
구 대상을 4,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의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점차 그 대상이 저연령화 되어가
고 있어(이경님,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비율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주애란
과 박인혜(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시절에 인터넷
게임을 처음 시작하였다는 보고에 의해 초등학생을

동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유윤희(1994)가 수정‧보
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변인으로 구
성되어 모두 32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된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하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영
역별 문항구성과 전체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위한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연구
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7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
문지는 총 670부였으며 8부 제외한 총 662부가 자
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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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
적응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통계 프로그램을 사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적극적

5

1, 5, 9, 13, 17

.80

소극/회피적

5

2, 6, 10, 14, 18

.61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인

공격적

5

3, 7, 11, 15, 19

.75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사회지지추구적

5

4, 8, 12, 16, 20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32

.71

교사관계

8

교우관계

8

학교수업

8

학교규칙

8

부적응행동

7

11, 12, 19, 20, 21, 22, 23

학업태도저하
인터넷
게임중독 심리적인몰입,집착

5

1, 2, 3, 4, 9

6

5, 14, 15, 16, 17,
18

부정적인정서경험

5

6, 7, 8, 9, 10, 13
※

*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ɑ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87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여 직‧간접 영향력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93

연구문제 분석 전에, 주요 변인인 스트레스 대
처행동,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는 부정문항임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인터넷 게임중독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형초(2002)가 개발하고 김영민

<표 3>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662)
변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적극적

2.89(.65)

1.00

4.60

스트레스

소극/회피적

2.00(.68)

1.00

4.00

대처행동

공격적

2.22(.69)

1.00

4.00

사회지지추구적

2.32(.67)

1.00

4.00

(200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모두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
위요인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로 보아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다진다고 보

학교생활적응

3.56(.52)

1.91

4.91

았다. 하위 영역, 영역별 문항구성과 전체 신뢰도는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1.61(.62)

1.00

4.52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시된 <표 3>과 같이,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극적, 사회지지추구적, 공
격적,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순으로 대처행동을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7년 4월 6일에서 4월 14일까지 서
울에 위치한 4개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4, 5, 6학
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지각
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터
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대한 자기 지각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오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당
일 오후에 직접 회수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 49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0권 3호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남아가
여아보다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t=7.24 p<.001)이

<표 5>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성별 준거변인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개

예측변인
적극적

인적 변인으로서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예측변
남

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므로 인터넷 게

인터넷

R2

β
-.19

소극/회피적

.24***

공격적

.27***

임중독 위험성의 예측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때

사회지지추구적

.02

남아와 여아로 분리하여 각각의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적극적

-.23**

소극/회피적

.20**

공격적

.19**

사회지지추구적

.14*

여

<표 4> 성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차이
(N=662)
변인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성별

M(SD)

남

1.78(.67)

여

1.45(.53)

t

*

p<.05

인터넷

**

p<.01

***

F

**

.20 19.64***

.14

13.92***

p<.001

***

7.24

2)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

p<.001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2.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
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스
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두고,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아,
여아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표 5>와 같이, 여아의 경우는 적극적 대처
행동(β=-.23, p<.0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β=.20,
p<.01), 공격적 대처행동(β=.19, p<.01), 사회지지추
구적 대처행동(β=.14, p<05)이 예측변인이며, 그 설
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대처를 할수
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낮아지고, 소극/회피
적, 공격적,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를 할수록 인터
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인

1) 남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게임 중 독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5>와 같이, 남아의 경우 인터넷 게임중
독 위험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3.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하위요인 중 공격적 대처행동(β=.27, p<.001), 소극/
회피적 대처행동(β=.24, p<.001), 적극적 대처행동(β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대

=-.19, p<.01)이 예측변인이며, 그 설명력은 20%로

처행동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두고, 학교생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

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아, 여아 각각 중다회

처행동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은 더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높아지며, 그중에서도 공격적 대처를 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적극적 대처를 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1) 남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6>과 같이, 남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을 설명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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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극적 대처행동(β=.46, p<.001), 소극/회피적 대
처행동(β=.46,

p<.001),

대처행동(β=-.14

공격적

4.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적응, 인
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간의 경로탐색

p<.01),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β=.18, p<.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아에게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
/회피적 대처행동이 학교생활 적응력에 강력한 예
측변인이었다. 즉, 적극적 및 사회적지지추구적 대
처를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으며, 특히 적극적
대처를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더 높다. 반면 소
극/회피적 대처방법과 공격적 대처를 할수록 학교
생활적응력이 낮음 볼 수 있다.

1) 남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
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간의 경로도
남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변인
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정교화하게 하고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경로분석과정
에서 실시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남아의 인터넷

2)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설명변인인 스트레스 대
처행동,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6>과 같이, 여아의 경우는 적극적 대처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통계

행동(β=.39, p<.00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β=-.13,

적으로 유의한 변인과 경로계수를 가지고 경로분석

p<.01), 공격적 대처행동(β=-.25, p<.001), 사회지지

모형을 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추구적 대처행동(β=.17, p<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

이것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났으며, 그 설명력은 3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첫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은

여아에게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이

남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β

학교생활적응력에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즉, 적극

=-.03, p<.001)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응을

적 대처행동, 사회지지추구적 대처를 할수록 학교생

통해 간접적인 영향(β=.46, p<.001)도 미치는 것으

활적응력이 높고, 특히 적극적 대처를 할수록 학교

로 나타났다.

생활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공격적 대

둘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

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를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력

동은 남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이 낮으며, 그중에서도 공격적 대처를 할수록 학교

영향(β=.17, p<.01)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

생활적응력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응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21, p<.001)도 미치는

<표 6>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성별 준거변인

남

여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예측변인

β

적극적

.46***

소극/회피적

-.21***

공격적

-.14**

사회지지추구적

.18**

적극적

.39***

소극/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추구적

**

p<.05

***

p<.001

2

R

-.13**
***

-.25
.17

**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공격적 대처행동은
남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β=.22,

F

p<.001)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간접
.38

***

49.75

적인 영향(β=-.14, p<.01)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행동은 남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학교생활
적응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β=.18, p<.01)을 미치

.35

44.32***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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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정에서 실시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여아의 인터

<표 7>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설명변인인 스트레스

성별 준거변인

남

예측변인

β

적극적

-.03***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17**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과 경로계수를 가지고 경로

인터넷 소극/회피적
게임중독
공격적
위험성 사회지지추구적
학교생활적응
적극적

여

인터넷 소극/회피적
게임중독
공격적
위험성 사회지지추구적
학교생활적응

*

p<.05

**

p<.01

***

2

R

.22***

.28

F

대처행동, 학교생활 적응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24.45***

.09

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첫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은

*

-.12

여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β=-.12,

.16**
*

.12

분석 모형을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이것에 대

.19

***

15.50

p<.05)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β=.39, p<.001)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27***

둘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
동은 여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p<001

영향(β=.16, p<.01)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응

2)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
적응,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간의 경로도
여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스트레스 대처

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13, p<.01)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공격적 대처행동은

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변

여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β

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정교화하게 하고 각 변인

=.12, p<.05)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간

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추정하기

접적인 영향(β=-.25, p<.001)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경로분석과

넷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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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여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접적인

영, 2002), 적극적 대처방식보다 소극적 대처방식을

영향(β=.19, p<.01)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적

빈번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응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17, p<.01)도 미치는

이 높다는 연구(윤미선, 조정선, 2005; 안영균 외,

것으로 나타났다.

2005)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둘째, 남아와 여아 모두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표 8>에

처를 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제시하였다.

남아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여아는 소극/회
피적인 대처행동을 할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다

<표 8>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총 효과분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대한 각 변인의 효과
성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적효과

적극적

-.03

소극/회피적
인터넷
남 게임중독
공격적
위험성 사회지지추구적
학교생활적응
적극적
소극/회피적

간접적 효과

는 차이가 있다. 이런 성별의 차이는 남아가 폭력게
임을 통해 억눌린 욕구와 공격성을 표출하는 비율

총효과

이 더 높다는 이해경(2002)의 연구, 한편 여아의 게

-.17

.20

임중독에 가장 큰 예측변인은 현실도피와 스트레스

.17

.08

.25

회피를 위한 게임이용이라는 이경님(2004)의 연구와

.22

.05

.27

일맥상통한다. 이에 더하여 여아의 경우 사회지지추

-

-.06

.06

구적인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높이

-.36

-

.36

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

-.12

-.11

.23

타났다. 이는 여아는 남아에 비해 사회적 지지추구

인터넷
여 게임중독
공격적
위험성 사회지지추구적

.16

.04

.20

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Stark, Spirito, Williams, &

.12

.07

.19

.19

-.05

.24

학교생활적응

-.27

-

.27

학교생활적응

Guevremont, 1989), 인터넷 게임은 친구들과 온라인
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또래와 어
울리려는 사회적 동기를 충족시켜줌으로써(곽금주,
2004; 김성중, 2000) 여아의 게임중독 위험성을 높

Ⅳ. 논의 및 결론

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해보면, 아동이 스트레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

스를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이
용할 경우 게임중독 위험이 높아지며, 또한 폭력적

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 인터넷 게임을 통해 신체나 언어적 공격으로 스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트레스를 해소하여 흥분이나 만족감, 통쾌감을 느껴
게임중독 위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첫째,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은 남녀 아동 모두

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실생활에서 스트레스나 고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를 할수록 높아

을 해소하는 아동은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이 낮

지며,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

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자극 추구성향과 공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집단의 아동이

격성향이 높은 남아는 자극적, 감각적이고 폭력적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내용이 강한 인터넷 게임을 통해 파괴욕구, 공격성

많이 한다는 연구(고명희, 2005), 현실도피와 공격동

을 표출하여 해소한는 반면(이해경, 2002; 이송선,

기로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중독경

2002), 이에 비해 여아의 문제를 수용하거나 회피하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님, 2004; 이수

는 성향이 인터넷 게임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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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아는 어려운 상황에서

둘째,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

친구나 주변인의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문제를 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아와 여

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남아에 비해 친구관련

아 모두 적극적,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를 할수록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또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

아 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Bell, 1987; 윤미선, 조

는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학교생활

정선, 2005), 이러한 여아의 특성이 인터넷 게임중

적응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독 위험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

여아는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학교생활적

다.

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

따라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환경을

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남아가 공격적 행동을, 여아

조절해 주고, 대처방식에 대한 훈련을 통해 가상공

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나

간의 게임을 통해서 보다는 현실생활에서 스트레스

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흥미와 오락으로 즐

남아에게 공격적인 행동이 허용되고(Mills & Rubin,

길 수 있는 놀이수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1990)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바람직 한 것으

남아와 여아 간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스트레

로 학습되는 반면, 여아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스 대처방식이 다름을 인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성향이 중요한 것으로 학습되므로(박진아, 정문자,

있어 성별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한

2001)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아와 여아의

다.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남
녀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
3. 스트레스 대처행동, 학교생활 적응, 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첫째, 아동의 적극적,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행동

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간의 경로

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며, 소극/회피적, 공격적인

첫째, 적극적 대처행동은 남아와 여아의 인터넷

대처행동은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

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적극적 대처행동은 직접적으

행동과 같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로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소극/회피적, 공격적인 대처행동과 같은 정서지향적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 게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높인

임중독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연실, 2004; 정승문,

이는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인터넷 게임

2005). 이를 통해 아동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중독 위험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 학교생활적응을

적극적, 사회지지추구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처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반면 소극/회피, 공격

둘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남아와 여아의 인

적인 방식으로 부적절한 대처를 하면 혼란이 생겨

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적응 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 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아동기에 적절

직접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높이는데 영

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배울 수 있는 학령기 아동

향을 미치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이

대상의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적응을 함으로써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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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

향을 미치며,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아

는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이 학교생활적응을 함으로써 인터넷 게임중독 위

학교생활적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험성을 낮출 수 있다.

셋째, 공격적 대처행동은 남아와 여아의 인터넷

이상으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스트

게임중독 위험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레스 대처행동에 있어서 직접효과와 동시에 학교생

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적 대처행동이 직접적으로

활적응을 통하여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 대

공격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함

처행동에 따라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으로써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을 통하여

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조절하여 낮추는

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을 활용할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아는 어려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겪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잘 못

넷째,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은 남아의 인터넷

하지만 이를 활용했을 때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

게임중독 위험성에 학교생활적응을 통하여 간접적

킬 수 있으며 이로써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남아의 사회지지추구적
인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을 주지 않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이를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접근으로 아동의 현재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학교생활적응을

미친다. 이는 남아의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러

해결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받으려는 사회지지추구

나 이는 본 연구의 결과자료로 이 변인들의 인과성

적인 대처행동은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여주어 인터

을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인터넷 게임중독

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험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인과관계가 쌍방간에 이

남아의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

루어지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학교생활에

계적인 이해를 위해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잘 적응하게 하여 이를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

야 할 것이다.

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아미와 방희

둘째, 본 연구의 특정도구가 모두 자기 보고식 설

정(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게임중독에 큰

문지이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결과와, 한편 남자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단적 규준을 제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하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사회지지추구적인 대처방식을 잘 사용할수록 학교
생활적응을 더 잘한 정유진(2006)의 연구와 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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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s of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through School-Related
Adjustments
Hyo Mi Shin4)
Mee Sook Yoo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s to
their stress-coping styles, which have effects 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according to gender. For this purpose, the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effects that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have 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and their school
adjustments and then looked at how their stress-coping styles affect Internet gaming
addiction through their school adjustm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62 students
sampled from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of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n this
study, the Daily Hassles Coping Scale, developed by Min Ha-young and Yoo An-jin (1998)
and later modified by Park Jin-ah (2001), was used to determine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Also used to evaluate children's school adjustments was the School-Related
Adjustments Scale developed by Im Jung-soon (1993) and modified by You Yoon-hui (1994).
In additi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in children was measured using the Internet
Gaming Addiction Scale, developed by Lee Hyoung-cho (2002) and modified by Kim
Young-min (2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In other words, active coping styles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with which aggressive and passive/avoidant coping styles were
positively related. For female students, coping styles of seeking social support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Second,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school-related adjustments. That is to say, aggressive and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styl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school-related adjustments,
while passive and avoidant coping styles were positively(negatively??) related with those
adjustments. Third, the path analysis between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and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in their school-related adjustments showed that the stress-coping
styles from school-related adjustments, whether they are "active," "passive/avoidant," or
"aggressive," have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up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both in boys and girls. Especially, for male subjects,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styles
from their school-related adjustment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Key word: Stress-Coping Styles, School-Related Adjustment, Risk of Internet Gam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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