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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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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현실지각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남부지역의 중학생 439명이었으며,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현실지각수준
척도, 학교폭력인식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 현실지각 수준, 학교폭력인식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
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
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게임의 가상적 내용이나 매개적 경험을 실제 현실과 유사하게 받아들이며, 학교폭력
에 대한 허용도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의 내용이나 매개적 경
험을 현실처럼 지각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허용도 및 부정적인 피해자 인식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해 본 결과,
성별과 상관없이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
음이 밝혀졌다. 즉,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이 학교폭력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는 현실지각수준의
향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을수록 게임의 가상현실과 실제생활의 경
계에서 혼란을 경험하며, 인터넷 게임 속에서의 폭력성을 현실에도 적용가능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학교
폭력을 더 많이 허용하고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에서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인식, 현실지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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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초고

능성, 내용확장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

속 인터넷망 및 핸드폰 보급에 힘입어 전국

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

어디에서나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네트워크에 연

머물러 있으며, 주로 인터넷 중독의 연장선상

결된 정보화기기 없이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

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

능할 정도로 생활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발달

이 인터넷 게임중독을 Young1)이나 Goldberg2)

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가 주장한 인터넷 중독의 개념에 근거하여 설

등의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을

명하고 있는데, 이경님(2004)은 Young의 정의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를 빌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게임에 몰입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래

하고 만족하기 위해 게임시간을 더 늘이는 내

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성현상이 있으며, 반복적인 접속으로 인해 학

‘201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인터

업에 소홀하고 현실의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

넷 중독 위험군이 7.0%(2,286천명)에 달하는

어 인간관계보다 게임에 몰두하고, 게임을 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인

지 않으면 불안․초조․환상 등의 금단현상을

터넷 중독 위험군(11.7%, 722천명)이 가장 많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어기준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1

(2000)은 ‘인터넷 게임이 자신의 생활에 큰 비

년 이후로 유아동(7.9%→7.3%→6.4%)과 성인

중을 차지하고 있고, 목적에 의한 행위로서의

(6.8%→6.0%→5.9%)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매

사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

년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청소년 인터넷 중

리 잡고 있는 상태이며, 게임에 대한 자제의

독 위험군(10.4%→10.7%→11.7%)은 꾸준히 상
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중독

1)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을 병적 도박과 유사
하게 간주하였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인터넷에

위험군의 경우, 다양한 인터넷 이용용도 중에

사로잡힌 느낌, 사용시간의 증가, 반복적인 제
어실패, 사용중단 시의 불안․우울․성마른 기
분, 의도보다 장시간 이용, 위태로운 대인관

서도 인터넷 게임(28.4%)을 주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과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계․학교생활․직장생활, 주변 사람에게 거짓보
고, 불쾌한 기분이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용’과 같은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만족시

점에서 흥미로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킬 때 진단된다고 보았다.

인터넷 게임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높다는

에서도 자기 스스로 전략을 세워 참여할 수

2) 인터넷 중독장애(IAD)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있고, 자신의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성장 ‧ 발
전시킬 수 있어서 자신과 캐릭터를 동일시함
으로써 게임 속에 강력하게 빠져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은정, 2005). 이처럼 인
터넷 게임 특유의 상호작용성, 익명성, 접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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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oldberg(1996)는 지난 12개월 동안 ‘내성, 금
단증상, 의도보다 장시간 이용, 반복적인 제어
실패, 과도한 사용시간, 사회․직업적 활동의
감소, 인터넷으로 인한 물리적․사회적․직업
적․심리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인 사용’과 같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경험하였을 때 진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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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

Bushman(2001)의 연구 및 Anderson과 Carnagey,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 인터넷 게임 중

Flanagan, Benjamin, Eubanks, Valentine(2004)의

독이라 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중

연구를 통해 폭력적인 게임에 장기적으로 노

독 경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대부분 기존

출될수록 공격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사고, 공

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차용하여 ‘인터넷’이라

격적인 행동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는 용어를 ‘인터넷 게임’으로 번안해 사용하고

외 정지혜(2013), 이태우(2010), 김선철(2007),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

임춘희(2003)를 비롯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습

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관적인 게임사용이 청소년들의 공격성이나 폭

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합의된 진단척도가

력성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를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하루일과 중 대

발간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또래들과 보내는 우

Mental Disorders-5의 세 번째 섹션인 Conditions

리나라 청소년의 특성 상, 이를 학교폭력 상

for Further Study 부분에 공식적으로 인터넷 게

황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허

임장애(Internet Gambling Disorder)3)가 포함됨으

경미(2014)의 연구에서 반복적인 폭력적 게임

로써 관련 용어의 통일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고 폭력적인

의 정의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

태도들이 형성됨으로써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므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김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재엽, 이진석, 이선우(2010)의 연구에서도 인터

게임의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넷 게임중독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

며, 그 중에서도 폭력성 및 공격성의 증가와

해행동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관련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으며, 인터넷 게임중독이 폭력생각을 매개하

Anderson(2004)은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

에 비해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강한 비디오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학습이

게임이 사용자의 공격성에 더욱 강력한 영향

론을 비롯하여 인지적 신연합주의 이론, 사회

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Anderson과

적 각본이론 등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일반공격성모델(GAM)이 주목받

3) DSM-5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인터넷 게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 게임 중단 시 금단 경험, 내
성, 통제시도의 실패, 다른 취미나 오락거리에
대한 흥미 감소, 심리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이용,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
넷 게임 이용시간을 거짓으로 보고, 부정적 기
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인터넷 게임 이용’과 같
은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터넷 게임 장애로 진단하고 있다.

고 있다.
아울러 둔감화(desensitization) 이론 역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데, 이는 폭력적인 미디어 매체에의 빈번한
노출로 인해 실제 폭력상황에서의 생리적 각
성 감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심각성 저하,
피해자를 향한 도움행동 및 동정심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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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미

다. 이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 될수록 학교 내

디어 속의 폭력을 처음 접하게 되면 민감화

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시 폭력으로 해결해

(sensitization) 반응이 일어나 폭력에 대하여 두

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폭력으로 해결하려

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이에 반복적으로 노

는 친구를 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일 경향이 높

출되면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가 낮아지고, 폭

으며, 학교폭력의 문제가 가해자 때문이 아니

력에 대한 민감성이 무뎌지게 되어 상황을 덜

라 피해자 때문으로 느끼고, 약하고 대항할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타인의 고통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당

에 대한 동정심이 낮아짐으로써 실제 폭력적

연하게 생각할 경향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

인 사건이 현실에서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해

다.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것이다(김용호, 1998; 김현희, 2008; 이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이용

2003, 최경숙, 2004; Carnagey, N. L., Anderson,

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

C. A., & Bushman, B. J., 2007). 이러한 둔감화

년 이용불가, 시험용’의 5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론은 폭력에 대한 개인의 허용정도를 높여

여기에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문화가 허용되는 정도를

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가 종합적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로 고려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된

있다(장향란, 2008). 실제로 Carnagey, Anderson,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Bushman(2007)의 연구에서 폭력성이 낮은 비디

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인용 게임 이용률이

오 게임 이용자에 비해 폭력성이 높은 비디오

32.3%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게임등급제가 적

게임 이용자가 실제적인 폭력에 둔감한 것으

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으며, Bartholow, Sestir, Davis(2005)는

그리고 청소년의 온라인 여가활동에 대한 고

게임 속 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동정심 간의

태규(2008)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63%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인터넷 게임을

이러한 둔감화 효과를 학교폭력의 맥락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살펴본 최은정(2005)과 오덕영(2010)의 연구에

에서 약 15%는 거의 매일 폭력적 게임에 몰

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학교

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여러 연구자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

들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임들이 기

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본적으로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식이 옳지 않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향란

인해 청소년들이 게임 속 폭력성에 무분별하

(200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어기준, 2000;

있을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

김지은,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격이

또는 부상자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하고, 폭력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되는 인터넷 게임에서의 폭력성이 현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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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행위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매체의 내용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본 연

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유용성

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과

(Utility)’ 차원은 미디어 매체에서 얻은 정보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교훈이 수용자들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실제

자 한다.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 정도를

한편, 인터넷은 현실과 가상, 시간대와 공

뜻하며, ‘동일시(Identity)’차원은 미디어 매체

간, 멀고 가까움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

속에서 등장하는 상황과 인물을 일상의 현실

고, 나아가 신체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자아에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또는 상황과 유사하

대한 감각과 역할에 대한 감각 사이의 경계선

게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이주식, 2003에서

을 무너뜨리고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은 새로

재인용). 이어 지각적 현실성은 실제로 존재하

운 미디어는 가상과 현실사이의 경계를 희미

는 물리적인 환경과 미디어를 통해 구현된 가

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적 환경이 하나의 공간이나 장소에 있는 것

다(Funkhouser & Show, 1990). 이러한 현상은 온

처럼 느끼게 되는 것으로써 ‘거기에 있다

라인 게임 산업이 가상공간의 실재감을 높이

(Being there)’는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이

기 위해 화면을 확장하고, 3차원의 입체영상

강조되며, ‘매개된 실재감(telepresence)’이라는

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인터넷 게임의 경우,

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게이머로 하여금 그

기존의 미디어와 달리 가상현실이라는 물리적

세계에 빠져들도록 유도함에 따라 더욱 확

인 공간 안에서 캐릭터를 이용해 직접적이고

산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실

능동적으로 참여와 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감(presence)에 대해 개념화한 Lombard와 T.

이러한 매개경험에 따른 실재감이 매우 중요

Ditton(1997)은 ‘사회적인 현실성(social realism)’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합해

과 함께 별도의 지각적인 요소인 ‘지각적 현

보면, 사회적 현실성은 주로 미디어가 표현하

실성(perceptual realism)’을 실재감의 주요한 2가

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지각적 현실성은

지 유형으로 보았다.

개인의 ‘매개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사회적 현실성은 ‘지각된 현실감(perceived
reality)’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미디

수 있다(이용수, 1998; 이주식, 2003; 이지영,
2003).

어 매체를 접하는 수용자들이 미디어 매체에

이에 이용수(1998)는 인터넷 이용자의 현실

서 묘사하는 내용을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하

지각(perception of reality)을 ‘인터넷 상의 내용

는 정도에 의해서 수용자들의 인지와 정서에

이나 매개 경험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Potter(1986)는

기적인 현실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고제혁

지각된 현실감의 차원을 요술창문, 동일시, 유

(2001)은 가상의 세상을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용성의 세 차원으로 더욱 정교화 하였는데,

주관적인 현실감각의 정도를 ‘현실지각 수준

그 중 ‘요술창문(Magic window)’ 차원은 미디어

(perception level of reality)’이라고 정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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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인터넷이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더 강력하게

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제혁, 2001). 그리고

현실지각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

홍윤진(2002), 유영재(2004)의 연구에서는 ‘유용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제혁(2001)이 인터넷에

성’과 ‘매개된 실재감’이 모두 인터넷 중독과

사용한 ‘현실지각 수준’의 개념을 인터넷 게임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매개된 실재감’이 보다

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기

이러한 현실지각 수준과 인터넷 게임 중독

형(2004)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매개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영재(2004)의 연구에

실재감’의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상

인터넷 경험에서 자신이 가상현실 속으로 이

세계를 현실로 지각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동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감정적인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점수

몰입과 능동적인 관여가 강해짐을 반영하는

와 현실지각수준 간의 차이를 조사한 것보다

것으로써 기존의 매체와 구별되는 인터넷 매

컴퓨터 사용목적이 오락․게임인 이용자들을

체의 속성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함을 설명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더욱 유의한 차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윤진

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의

(2002)은 인터넷 매체의 ‘유용성’은 인터넷 몰

하위유형 중 오락․게임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입과, ‘매개된 실재감’은 인터넷 중독과 더 높

현실지각수준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볼 수 있겠다. 또한 성한기(2005)의 연구 결과,

이것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몰입과의 개념

인터넷 게임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이용자에

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비해서 가상공간의 현실지각수준이 더 높아서

고 보았다. 또한 이지영(2003)은 인터넷 게임

현실과 가상공간을 더 많이 혼동하는 경향을

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 너무나 가상현실임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욕구가 강한 교제형 이용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현실을 있는 그

자들에 비해 현실회피욕구가 강한 개인형 이

대로 실제 현실로 지각하게 되는 ‘요술창문’의

용자들의 혼동 수준이 더 높아 심한 부적응

지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게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임 플레이 과정에서 캐릭터와 사용자 본인의

아울러 고제혁(2001)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에

동일시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한 몰입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

이러한 ‘동일시’의 지각을 통해 게임 현실이

간의 높은 관련성이 입증되었는데, 현실지각

실제 현실로의 지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수준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유용성’과의 상관

높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인터넷

에의 몰두가 단순히 현실생활에 대한 회피 또

게임의 중독적인 사용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는 개인의 자제력 부족과 같은 정신적인 결함

가상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을 높임으로써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현실생활을 편리하도록

인터넷 게임의 중독 경향을 더욱 강화할 수

해주는 인터넷 자체의 유용성에 영향을 받는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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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넷을 단순히 생활의 유용한 도구로만

것이다. 이주식(2002) 역시 컴퓨터 게임의 내

여기거나 사이버 공간을 환상적이고 비현실적

용이나 인물을 현실처럼 지각하는 것은 수용

인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신

자가 충동적이 되거나 공격적인 것과 관련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제혁, 2001). 그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기초

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미디어에 관한 현실지

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

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일 뿐 인터넷

독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게임중독

게임에 대한 현실지각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현실지각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

이러한 가상세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은 가

부분의 실태조사에서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

상세계에 대한 몰입 및 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세계에서의 공격성 및

는 점 및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폭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

Ivory와 Kalyanaraman(2007)의 연구 결과, 그래

력 피해학생의 저연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픽의 품질이 좋지 않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최근 급부상한 사이버폭력의 중심에 중학생이

사람들에 비해 그래픽 수준이 높아 현실감을

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

자극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에게서 공격적인 감정과 생리적인 각성이 높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neider, Lang, Shin,

향과 학교폭력인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

Bradley(2004)의 연구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에

향과 현실지각수준, 청소년의 현실지각수준과

현실적인 이야기가 가미되는 경우에 캐릭터에

학교폭력인식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대한 동일시와 정서적인 경험이 증가될 뿐만

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은 현

아니라 이러한 자극을 더 잘 기억하고 학습함

실지각수준을 매개로 학교폭력인식에 영향을

으로써 이후의 공격적인 행동을 촉진할 가능

미칠 것이다.

성이 크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폭력에 대한
둔감화로 이어져 실제적인 공격 상황에서 폭

방 법

력을 정당하다고 지각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하였다. 또한 구향숙(1996)은 폭력물의 현실감
의 정도가 폭력물 매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

참가자

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폭력물을 시청할 때
그 내용이 실재하는 것이며 자신의 일 또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모집단은 인터넷 게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

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이다. 표본

낄 때 더욱 높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집단은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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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성별

학년

구분

N(=439)

%

남

231

52.6

여

208

47.4

1학년

121

27.6

2학년

21

4.8

3학년

295

67.2

교에 재학 중인 남, 녀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측정문항의 신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였으나 그중 497

뢰도 계수 역시 .92로 안정적이었다.

부가 회수되었고, 이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
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 58부는 분석대

현실지각수준 척도

상에서 제외하여 439명이 표집되었다.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현실지각수준을 측정하기 위

대상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해서 이용수가 Potter(1986)의 지각된 현실감

1>에 제시하였다.

이론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현실지
각을 측정하였던 척도와 함께 김태영과 Biocca

측정도구

(1997)가 제작한 이동으로서의 매개된 실재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각각의 척도는 14문항과 4문항으로 구성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을

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측정하기 위해 이형초(2001)가 개발한 ‘인터넷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8문항으로

게임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상기 척도

구성된 현실지각수준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 척도와 DSM-Ⅳ의 병

점수는 총점의 합으로 현실지각수준의 정도를

리적인 도박 중독 및 알코올 중독 준거를 참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가

고하여 ‘학업태도의 저하, 부적응 행동, 부정

상현실과 실제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적인 정서 경험, 심리적 몰입 및 집착, 대인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측정 문

계 문제’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항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는 ‘지각된 현

있다. 총 25개 문항을 리커트식 5점 척도 상

실감 척도’가 .91. ‘매개된 실재감 척도’가 .86

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로 안정적이었다.

수록 중독적인 게임이용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형초(2001)의 연구

학교폭력인식 척도

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는 .93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아내폭력 노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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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

분석방법

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양주연(2004)이 구
성한 학교폭력인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지 응답 자료들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

는 ‘폭력허용도’와 ‘피해자인식’ 두 차원을 고

를 위해 SPSS 14.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

려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1991)의

였다.

일반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 15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빈

항 중 학교폭력의 내용에 적합한 6개의 문항

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

을 양주연(2004)이 추출한 문항이 사용되었으

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도를 측정하기 위해 Rigby와 Slee(1993)의 ‘The

리고 각 변인(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인식,

Provictim Scale’ 12문항을 사용하였다.

현실지각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그러나 서로 다른 차원의 두 가지 설문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실지각수준이 청

통합하여 종속변수의 한 차원으로 구성함에

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인식 간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함과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동시에 국내 청소년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양주연(2004)이 이를 ‘학교폭력

분석하였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에 대한 태도’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 조건이 전제되

에서 통합되어진 18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과 통

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2개 하위차원의 12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하며 둘째, 독

개 문항이 재구성되었다. 이때, 서로 다른 척

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로 구성하는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

것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것을 사전예방

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독

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

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그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8066으로

효과(β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

나와 하나의 종속차원으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

이에 따라 총 12개 문항이 리커트 4점 척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때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

에 대해 수용적이고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

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것이며, 독립변인의 효과가 사라질 경우에는

본

계수

완전 매개 모형이 되고, 독립변인의 효과가

Chronbach's α 값은 ‘폭력허용도’가 .82, ‘피해자

계속 유의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 모형이 된다.

인식’이 .77로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

연구에서의

측정문항의

신뢰도

- 463 -

인지행동치료

과분석 절차에 있어 추가적인 권고사항은

터넷 게임사용 빈도는 거의 안한다(26.0%), 일

Aroian 검증, Goodman 검증, Sobel 검증 등과

주일에 1일에서 2일(22.3%), 거의 매일 한다

같이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20.0%), 일주일에 3일에서 4일(16.6%), 한 달에

직접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3일 이하(7.7%), 일주일에 5일에서 6일(5.9%)

에서는 Sobel(1982)4) 검증을 실시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안 한다’는 대답이 가
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이유는 여학생들의 약
50%가 게임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결 과

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하루 평균 게
임이용 시간을 묻는 질문은 1시간 반 이상에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인터넷 게임 이용

서 2시간 반 미만(39.0%), 2시간 반 이상에서

현황

3시간 반 미만(23.5%), 1시간 반 미만(18.2%), 3
시간 반 이상에서 4시간 반 미만(11.2%), 5시

인터넷 게임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439명 중 434명(98.9%)이 인터넷 게임을

간 반 이상(3.9%), 4시간 반 이상에서 5시간
반 미만(3.6%)의 분포를 보였다.

사용하고 있었고, 5명(1.1%)이 게임을 전혀 하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사

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게임을 하는 청소년

용 실태에 따르면, 전체 연구 대상 청소년의

중 남자가 299명(53.3%) 이었고, 여자가 205명

20%가 거의 매일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으며,

(46.7%) 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

43%가 하루에 평균 2시간 반 이상 게임을 이

터넷 게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남자 청

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소년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기존 연구와

의 인터넷 게임사용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전

인터넷 게임을 처음 시작하여 이용해 온 기

체 청소년의 48.3%가 인터넷 게임을 시작한지

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48.3%), 4년 이상에서

5년이 넘었다고 대답했으며, 43.3%가 초등학

5년 미만(13.0%), 6개월 미만(10.9%), 3년 이상

교 저학년부터 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

에서 4년 미만(9.8%),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

다.

(7.1%),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6.4%), 6개월 이
상에서 1년 미만(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
4) Sobel(1982) 검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
해 Z값을 구한다. 여기서 a는 종속변인의 매개
변인에 대한 표준화되지 않은 경로계수, b는 매
개변인의 독립변인에 대한 표준화되지 않은 경
로계수이다. sa는 a의 표준오차, sb는 b의 표준오
차이다.
2
2
2
Z = a*b/ SQRT(b *sa + a2*sb )

주요 변인간의 상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다양
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이나 폭
력적인 게임사용 유무는 물론 학교폭력과 유
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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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인 인터넷 게임이용 현황
특성
게임사용여부

게임사용기간

게임사용빈도

성별

구분

남자

여자

사용

299

205

사례수(빈도)
434(98.9%)

미사용

2

3

5(1.1%)

6개월 미만

6

42

48(10.9%)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5

18(4.1%)

1년 이상 ~ 2년 미만

6

22

28(6.4%)

2년 이상 ~ 3년 미만

20

11

31(7.1%)

3년 이상 ~ 4년 미만

21

22

43(9.8%)

4년 이상 ~ 5년 미만

32

25

57(13.0%)

5년 이상

143

69

212(48.3%)

거의 안함

14

100

114(26.0%)

한 달에 3번 이하

11

23

34(7.7%)

일주일에 1~2일

59

39

98(22.3%)

일주일에 3~4일

50

23

73(16.6%)

일주일에 5~6일

18

7

26(5.9%)

거의 매일

73

15

88(20.0%)

1시간반 이하

19

16

80(18.2%)

1시간반 이상 ~ 2시간반 미만

82

89

171(39.0%)

하루

2시간반 이상 ~ 3시간반 미만

67

36

103(23.5%)

게임사용시간

3시간반 이상 ~ 4시간반 미만

35

14

49(11.2%)

4시간반 이상 ~ 5시간반 미만

13

3

16(3.6%)

게임사용장소

게임사용이유

게임에 대한
생각

5시간반 이상

14

3

17(3.8%)

자기집

178

194

372(84.7%)

친구집

3

2

5(1.1%)

PC방

48

8

56(12.8%)

컴퓨터 학원

1

1

1(0.2%)

기타

0

2

2(0.5%)

재미있어서

153

153

306(69.7%)

시간보내기 위해

15

23

38(8.7%)

스트레스 해소

38

17

55(12.5%)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18

12

30(6.8%)

성취감과 자신감 획득

7

0

7(1.6%)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13

2

15(3.4%)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3

1

4(0.9%)

스트레스 해소 방법

61

15

76(17.3%)

심심할 때 하는 놀이

109

127

236(53.8%)

호기심은 있지만 큰관심 없다

17

38

55(12.5%)

잘 모르겠다

28

24

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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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게임의 내용이나 매개적 경험을 현실

그 결과,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은 성별을 통

처럼 지각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허용

제하더라도 학교폭력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

도 및 부정적인 피해자 인식과 관계가 있었다.

을 보였으며, 현실지각수준의 모든 하위 변인

성별을 통제한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의 결과

과도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

는 <표 3>과 같다.

막으로 현실지각수준과 학교폭력인식 간의 상
관관계 또한 성별을 통제하더라도 모든 하위

인터넷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변인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현실지각수준의 매개효과

즉, 성별에 상관없이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
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게임의 가상적 내용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

나 매개적 경험을 실제 현실과 유사하게 받아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지각수준이 어떠

들이며,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피해자에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이

Kenny(1986)가 제안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결

표 3.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현실지각수준, 학교폭력인식의 상관관계
통제

인터넷

변수

게임중독 지각수준
인터넷
게임중독
현실지각
수준
요술창문

성별

창문

유용성

동일시

***

1

***

.861

.662

.539

***

***

1

***

***

.799

.582

동일시

.611***

.890***

.712***

.318

.308

***

.269

.373

평균

35.74

24.69

6.35

6.18

5.45

표준편차

10.62

9.31

2.58

2.66

2.46

p<.05 p<.01

***

***

***

인식

.333

.317

.269

피해자

***

***

.385

.315

.360

.727

***

폭력
허용도

***

***

.419

.322

.666

1

***

.606

***

.620***

.875

인식

학교폭력

폭력

피해자

실재감

인식

허용도

인식

1

***

학교폭력

매개된

1

.507

매개된

**

요술

유용성

실재감

*

현실

***

.553

***

.394

***

.356

***

.35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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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63

***

.324

***

.332

***

1

***

.897

***

***

1

.911

***

.634

6.71

21.55

11.10

10.45

3.13

6.57

3.50

3.7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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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먼저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통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검증이 이루어진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 종속변인으로 현실지각수준의 요술창문을

표 4.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현실인식수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통제변수

성별→요술창문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요술창문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1

요술

2

창문

-.062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유용성

.525***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069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176**

유용성→학교폭력인식

.320

통제변수

성별→동일시

.108**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동일시

.648***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1

2

***

.344***

***

성별→매개된 실재감

.105*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매개된 실재감

.643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독립변수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344***

통제변수

성별→학교폭력인식

.022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173***

매개된 실재감→학교폭력인식

.266***

독립변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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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94.600

.109

26.536

.180

31.822***

.382

134.857***

.109

26.536

.132

21.959

.376

131.620

.109

26.536***

.153

26.124***

***

***

***

.029

통제변수

3

27.028***

.050

.193**

2

.157

***

동일시→학교폭력인식
1

.26.536***

.344

.219

독립변수

.109

.050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3

***

94.183

.029

성별→유용성

독립변수

매개된 실재감

.344***

통제변수

3

F

.302

.050

.264***

2

동일시

***

∆

.572

요술창문→학교폭력인식
1

현실감

.079

.193***

독립변수

유용성

R²

인터넷 게임중독→학교폭력인식

3

지각된

∆

β

***

.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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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

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서 통제 변인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인터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적 효과(즉, 인터넷 게임

넷 게임중독 경향을, 종속변인으로 학교폭력

중독 경향이 현실지각수준을 통해 학교폭력인

인식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회귀 방정

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식에서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청소년의 인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Z값(요

넷 게임중독 경향과 요술창문 모두를 독립변

술창문

인으로 투입하고, 학교폭력인식을 종속변인으

p<.001, 동일시 Z=3.32, p<.001, 매개된 실재

로 투입하였다. 모든 절차에서는 표준화된 회

감 Z=4.57, p<.001)을 보였다. 그러므로 현실

귀계수가 사용되었으며, 청소년의 현실지각수

지각수준의 네 가지 하위변인이 모두 인터넷

준의 다른 하위 변인 역시 동일한 절차를 이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부

용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

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

이 현실지각수준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며,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지닌 것은 현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실지각수준의 유용성( R² =.180)이었다.

Z=4.71,

p<.001,

유용성

Z=5.48,

∆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논 의

게임중독 경향은 현실지각수준의 모든 하위변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
(요술창문 β=.572, p<.001, 유용성 β=.525,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

p<.001, 동일시 β=.648, p<.001, 매개된 실재

독 경향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감 β=.643, p<.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찾고, 나아가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현실지

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이 학교폭

각수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력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를 위해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4

=.344,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방정식

개교에서 43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에서 매개변인인 현실지각수준의 하위변인이

의 인터넷 게임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

모두 학교폭력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 현실지각수준

(요술창문 β=.264, p<.001, 유용성 β=.320,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인터넷 게

p<.001, 동일시 β=.193, p<.01, 매개된 실재감

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의 관계에서 현실지각

β=.266, p<.001). 이 때, 두 번째 회귀 방정식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

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이 학교

요점을 요약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력(β=.344, p<.001)이

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인터넷 게임

3단계인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줄어들었으
므로, 청소년의 현실지각수준은 청소년의 인

이용

터넷 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를 부

98.9%가 인터넷 게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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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8.3%가 5년 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

Sobel 검증을 적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성별

났다. 또한 20%가 거의 매일 인터넷 게임을

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하며, 43%가 하루에 평균 2시간 반 이상 게임

게임중독 경향은 현실지각수준의 모든 하위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인터넷

변인과 학교폭력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사용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지각수준의 모든 하

있다.

위 변인은 학교폭력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

둘째,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게임에 중

터넷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 현실지

독된 경향이 높을수록 요술창문, 유용성, 동일

각수준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시, 매개된 실재감이 높게 나타나고, 학교폭력

게임중독 경향은 학교폭력인식과 유의한 정적

을 허용하며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습관적으로 게임을 하는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폭력이나 공격이 정당한 것이라고

학교폭력을 더 많이 허용하고 피해자를 부정

인식하게 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

적으로 인식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실

시키며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지각수준의 네 가지 하위변인이 모두 인터넷

Silvern과 Williamson(1987), 최은정(2005), 장향란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에서 부

(2008)의 연구결과 및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폭

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

특히, 미디어 매체의 메시지가 자신의 현실생

을 미친다는 양주연(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활에 유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결과이다. 또한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은 현실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하

지각수준의 모든 하위 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

는 ‘유용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관을 보여 인터넷에 몰입되어 있을수록 사이

이는 인터넷 게임 상에서의 경험이 역으로 현

버공간의 현실지각수준이 높다는 고제혁(2001),

실 사회의 경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시사해

홍윤진(2002), 이주식(2003), 김기형(2004) 유영

준다고 볼 수 있다(이지영, 2003). 따라서 인터

재(2004)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넷 게임중독 경향이 학교폭력인식에 영향을

마지막으로 현실지각수준과 학교폭력인식 간

미치는 심리적 기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의 상관관계 역시 모든 하위 변인 간의 유의

사이에서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높은 현실지

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 게임

각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의 가상적 내용이나 매개적 경험을 실제 현실

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을수록 가상세계의 내

과 유사하게 받아들일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용이 일상생활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허용도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

느끼고, 가상세계 속의 내용을 일상생활의 세

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에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가상세계 속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의 인물이 일상생활 세계의 인물처럼 느껴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와

고, 자신이 가상 세계 속으로 이동된다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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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됨으로써 문제 상황 발생 시 폭력으로

게임중독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규제 및 학교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시 현재 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

리나라 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뉴미디어적 접

다. 이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경향이 단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기존의 프로그램

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만이 아

및 제도들이 담고 있는 인터넷 게임의 올바른

닌 사이버 공간을 현실로 지각하게 하는 인터

사용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

넷 게임의 매체적인 특성에도 역시 기인함을

활동 확충,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

암시해준다(고제혁, 2001).

훈련, 감정이입 훈련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터넷 게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을 도와줄 수 있

중독 경향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현실지

는 현실감각을 증대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각수준 간의 정적인 관련성만이 확인되었을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게임중독과 연계된

뿐 이것이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 역시

는 않으며, 아직까지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제기된다.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매체와 인터넷

또한 인터넷 게임 속의 폭력적인 요소에 반복

게임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실정에

적으로 노출되어 학교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맞추어 단순히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거나 사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학교폭력 행동

용시간을 줄이는 등의 기존의 예방방법을 고

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모든 인터넷 게임

수하기 보다는 인터넷 매체를 청소년 스스로

중독이용자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볼 수는 없다. 다만,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인

활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으로 인해 실제적인 폭력에 대한 둔감화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고위험 집단을

가 발생함으로써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선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몰입도와 관여도를

범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현실폭

반영할 수 있는 현실지각수준이 주요 변인이

력에 대한 자연발생적 사회규제를 약화시키는

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중독 진단척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인

것이다(김현희, 2008).

터넷 게임을 사용하는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

본 연구는 미디어로 인한 폭력에 대한 둔감

치는 영향만을 반영하기보다는 인터넷 매체의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고유한 특성에 맞는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게임’이라는 미디어를

이다.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인식이 얼마나 영향
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의 현실지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각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에서도

와 같은 현실지각수준의 매개효과는 인터넷

폭력적인 게임사용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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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실시하였으나 누락된 문항과 무성의하게

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해 실생활 범죄로까지

응답한 자료가 많아 연구결과에 활용하지 못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였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인터넷 미디어에 관한 현실지각연구가 최근

임 중 많은 수의 게임이 폭력성을 내포하고

들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인터넷 게임을 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상으로 한 연구는 손에 꼽힐 만큼 적은 실정

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게임사용 경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게임의 현실지

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에 사용할 필

각수준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요가 있을 것이다.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남부로 한정된 지역의

또한 본 연구는 현실지각수준을 매개변인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로 설정함으로써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게임

학년에 따른 표집에서 학년간의 표본크기 차

중독의 부정적인 결과임과 동시에 두 변인이

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서로 상호작용해 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연령, 임상표본으로 연

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를 확대하여 반복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나타

셋째, 연구변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문

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허용성 및 피해자에

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 청소년들과 실제

인식, 현실지각수준 모두 피험자들의 자기 보

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고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반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

응태도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문제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학
교폭력인식간의 매개변인으로 현실지각수준만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지각수준 외에도
많은 변인들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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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ion
Disposition and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ality Perception Level -

Ja-Young Yoon

Kyu-man Chae

Department of Psychology,

Psychological Health Center of Korea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Reality Perception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ndency of Internet Game Addiction and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Four
hundred thirty nine middle school student were recruited from Metroplitan Gyeonggi-do areas and were
asked to fill out the Internet Game Addiction Scale, Perception Level of Reality Scale and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endency of Internet Game Addiction Disposition,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and Reality Perception Level. For example, higher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adolescents have, more confused they we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 world and reality, and
thus they became more permissive about school violence and more negative toward the school violence
victims than those who are less addictive to internet games. Seco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whole a subordinate concept of Perception Level of Reality
variabl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endency of Internet Game Addiction and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and suggested.
Key words : Internet Game Addiction, Perception Level of Reality,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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