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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B광역시와 U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임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의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합리적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는 모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애정 변인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예방적 접근방향을 찾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중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의 관계를 통한
인터넷 게임중독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인터넷 게임중독

서 론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세에서 49세의 인터넷 이용
자 중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률은 유 아동 7.3%, 청
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최근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게임중
독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 본 논문은 이상배(2014)의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수정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제일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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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보다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반면,
사회적 기술이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인터넷 게임중독에 노출될 위험
성이 높다(Griffiths, 1997; Rheingold, 1993).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중독의 결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공
격성과 충동성이 높아짐으로써 상황에 부적절한 행
동을 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응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는 가족 간의 갈
등, 대화 단절, 가정불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되고, 친
구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우울과 고립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송숙자,
심희옥, 2003; 안해숙, 이종승, 2002), 결과적으로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아영아, 정원철,
2010, Brady, 1996; Murphey, 1996). 또한 장
시간 게임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신체적인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곽금주, 2004; 정
경아, 한규석, 2001). 이렇듯 게임중독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행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
서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은 중학생이 고등학
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김기숙, 2009), 청
소년 중에서 특히 중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인터
넷 게임중독의 예방 및 방지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코리아(SSK)는 ‘자녀의 게
임몰입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주제로 약 2년 동안
2000여 명의 청소년과 부모를 초 중 고 세 집단으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그룹에서는 애정
이 높을수록,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자녀 간 개

방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게임 과몰입이 낮았고,
초 중학생 그룹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게임 과몰입이 높게 나타났다(동아닷컴, 2016. 5. 2).
인터넷 게임중독의 원인을 분류해 보면, 인터넷
게임 자체 요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정환경에 비중을 둔 연구들이 다양한 초점에서 주
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역할(정경자, 2007), 양육행동(김은진, 2007; 이혜린,
2008), 양육태도(장원재, 2004; 한상현, 2004;
박화자, 2006; 문은숙, 2007; 정은경, 2008; 우영숙,
2008; 전필선, 2009; 정숙영, 2009; 권미영, 20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최영래, 2003; 황희선,
2006; 이승희, 2007), 부모-자녀 관계(심란희, 2004;
남현이, 2008), 부모의 통제(한경아, 2002; 최은희,
2004) 등이 있다.
이렇듯 가정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확
고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행동하며 부모
의 태도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때문에,
가정은 청소년의 정서발달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환경으로서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지적
능력 발달 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한상
현, 2004), 자녀의 성격 및 대인관계 형성, 사회 적
응에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관계를 확립하며 자신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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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을 획득하므로(정연호, 2004), 중학생이 지각
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이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모
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선
애, 2007).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
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
를 애정 지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정도가
낮았으며, 적대 지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았다(정진태, 2003).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중학생이 부정적으로 지
각한 중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상현, 2004).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와 인터넷 게임중독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관
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므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서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권영길, 이영선, 2009). 가족 간 의사소통
이 정직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할 때 자녀의 바른 성격형성이 유도되는 반면,
자녀를 평가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형태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유발하여 자녀의 정서에 많은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생성하여 최악의
경우 자녀의 비행은 물론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을 유

발하기도 한다(장호선, 1987).
셋째,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으며(이인숙, 2003),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에 있어 대화 수용성과 배려성이 높
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낮다(권영길,
이영선, 2009).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역기능
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애정 결핍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하는데(권영길, 이영선,
2009; 한상임, 2010),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
이 역기능일수록 인터넷 게임중독에 큰 영향을 미친
다(김종기, 2011). 따라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인터넷 게임중독의 중
요한 환경 변인이며, 청소년의 사회 정서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세 가지 변인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인
터넷 게임중독의 예방적 접근방향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의 관계를 통한 인터넷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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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 간의 관
계는 어떠한가?
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B광역시와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
의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실시방법 및 유의사
항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을 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조사기간
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5일 간
시행되었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설
문지는 모두 수집되었으나, 그 중 무응답과 불성실
한 응답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9
부를 연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69)
구분
성별

항목
남
여

빈도
262
107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척도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
도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영역 각
10개 문항으로 총 40개의 문항이고, 이 중 22문항
은 긍정문항, 18문항은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채점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
모를 더욱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인 방향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점수
가 낮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
정적(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Cronbach's ɑ)는 부와 모 모두 .89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애정차원
(애정-적대)
자율차원
(자율-통제)
성취차원
(성취-비성취)
합리차원
(합리-비합리)

백분율(%)
71.0
29.0

문항
1, 5*, 9, 13*, 17,
21*, 25*, 29, 33, 37
2*, 6, 10, 14, 18*,
22*, 26*, 30, 34*, 38
3, 7*, 11, 15, 19,
23, 27, 31*, 35*, 39
4*, 8, 12*, 16, 20*,
24, 28*, 32*, 36*, 40

*는 역산처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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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ɑ
부 .80
모 .79
부 .51
모 .48
부 .68
모 .66
부 .74
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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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 도구는 Barnes와
Olsen(1982)이 제작한 것을 민하영(1991)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
(Adolescen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버지와 자녀 간,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방적 의사소
통 10개 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 10개 문항 등 2개
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의 개방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
한 것이며,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
통에서의 문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척도
의 채점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하영
(199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ɑ)는 부
.87과 모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부 .79와 모 .77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인터넷 게임중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측정치를 토대로 이형
초(2001)가 국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 특성
에 맞게 수정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태도의 저하, 부적응 행
동, 부정적인 정서경험, 심리적 몰입 및 집착, 대인
관계 문제 등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채점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5점)’, ‘대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적인 인터넷 게임 이용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형초(200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Cronbach's ɑ)는 .95로 나타났다. 인터
넷 게임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는 표 4와 같다.
표 4.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학업태도의 저하
부적응 행동
부정적인 정서경험
심리적 몰입 및 집착
대인관계 문제
전체

표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ɑ
개방형
1, 3, 6, 7, 8,
부 .91
의사소통 9, 13, 14, 16, 17
모 .91
문제형 2*, 4, 5, 10*, 11*, 부 .78
의사소통 12, 15*, 18, 19, 20* 모 .76

*는 역산처리 문항

문항
Cronbach's ɑ
1, 2, 3, 4, 5
.83
6, 7, 8, 9, 10, 11 .82
12, 13, 14, 15
.84
16, 17, 18, 19, .84
20, 21, 22
23, 24, 25
.78
.95

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
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
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사
- 109 -

6 이상배․박정미․박은아․박제일

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
수(Frequency)와 백분율(Percent)을 산출하는 빈
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및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
하여 Cronbach's ɑ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각 입력방법(ENTER)의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전체(r=.751, p<.01)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
전체(r=.667,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임중독(r=-.31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한편, 모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전
체(r=.675, p<.01)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 전체
(r=.763,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임중독(r=-.30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부의 의사소통과 인터넷 게임중독(r=-.280,
p<.01), 모의 의사소통과 인터넷 게임중독(r=-.275,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
측변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준거변인
으로 하여 입력방법(ENTER)의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전체 설명력
(R2)과 표준화계수(β)는 표 6과 같다.

표 6. 부의 양육태도와 부의 의사소통 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369)
구 분 예측변인 β
t
F R2
부_애정
부_자율
부_의사 부_성취
소통 부_합리
방식
부_양육태도
전체
*p<.05, ***p<.001

.324
.058
.106
.381
.751

5.415***
1.446 129.141*** .587
1.983
7.464*
21.803*** 475.382*** .564

표 6에 의하면 부의 양육태도 4개의 하위영역 중
애정(β=.324, t=5.415, p<.001)과 합리적 양육
태도(β=.381, t=7.464, p<.05)가 부의 의사소통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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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 간의 상관관계(N=369)
부_애정
부_자율
부_성취
부_합리
부_양육태도 전체
모_애정
모_자율
모_성취
모_합리
모_양육태도 전체
부_개방의사소통
부_문제의사소통
부_의사소통 전체
모_개방의사소통
모_문제의사소통
모_의사소통 전체
학업저하
부적응행동
심리적몰입
심리적몰입
대인관계문제
인터넷 게임중독
전체

부_문제의 전체 모_개방의 모_문제의 전체 학업 부적응 부정
부_애정 부_자율 부_성취 부_합리 전체 모_애정 모_자율 모_성취 모_합리 전체 부_개방의
사소통 사소통
사소통 사소통
저하 행동 정서
경험
1
.427** 1
.762** .450**
1
.715** .511** .605**
1
.895** .686** .853** .869**
1
.824** .435** .730** .650** .807**
1
.414** .803** .450** .443** .611** .476**
1
.629** .448** .831** .573** .748** .749** .479**
1
.609** .444** .598** .802** .750** .729** .516** .668**
1
.749** .610** .779** .748** .871** .895** .704** .862** .885**
1
.714** .363** .651** .606** .715** .652** .331** .612** .550** .648**
1
-.503** -.415** -.398** -.643** -.597** -.432** -.367** -.406** -.556** -.530** -.548**
1
.702** .439** .609** .707** .751** .627** .394** .589** .628** .675** .903** -.854**
1
.605** .315** .586** .516** .619** .714** .345** .658** .613** .706** .854** -.442** .758**
1
-.459** -.362** -.382** -.531** -.528** -.498** -.425** -.437** -.648** -.605** -.465** .834** -.717** -.496**
1
.623** .387** .572** .603** .667** .713** .439** .646** .725** .763** .785** -.711** .853** .895** -.831**
1
-.261** -.247** -.196** -.249** -.286** -.239** -.221** -.209** -.238** -.270** -.215** .228** -.251** -.227** .208** -.252**
1
-.302** -.215** -.260** -.255** -.313** -.316** -.195** -.258** -.255** -.308** -.219** .212** -.245** -.230** .187** -.243** .772**
1
-.269** -.181** -.255** -.243** -.288** -.277** -.151** -.252** -.230** -.274** -.288** .197** -.280** -.268** .160** -.254** .668** .785**
1
-.247** -.172** -.204** -.196** -.248** -.244** -.159** -.189** -.190** -.234** -.236** .159** -.229** -.235** .127* -.215** .696** .750** .793**
-.234** -.179** -.259** -.170** -.253** -.297** -.165** -.257** -.250** -.293** -.254** .163** -.241** -.273** .191** -.273** .595** .658** .702**
-.299** -.226** -.261** -.256** -.315** -.307** -.203** -.258** -.259** -.308** -.270** .218** -.280** -.273** .194** -.275** .859** .914** .89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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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은 부의
의사소통 방식 전체에 대해 58.7%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의 양육태도 전체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β
=.751, t=21.803, p<.001)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
의 양육태도 전체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56.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7. 모의 양육태도와 모의 의사소통 방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369)
2
구 분 예측변인 β t
F
R
***
모_애정
모_의사 모_자율
소통 모_성취
방식 모_합리
모_양육태도
전체
**p<.01, ***p<.001

.310
.021
.140
.395
.763

5.529
.523
***
2.686** 140.680 .779
7.695***
22.589*** 510.243*** .582

표 7에 의하면 모의 양육태도 4개의 하위영역 중
애정(β=.310, t=5.529, p<.001), 성취(β=.140,
t=2.686, p<.01), 합리적 양육태도(β=.395,
t=7.695, p<.001)가 모의 의사소통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은 모의 의사소통방식
전체에 대해 77.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의 양육태도 전체는 모의 의사소통 방식(β
=.763, t=22.589, p<.001)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의 양육태도 전체는 모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58.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
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ENTER)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전
체 설명력(R2)과 표준화계수(β)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게임중독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369)
구 분 예측변인 β t * F R2
부_애정
부_자율
부_성취
부_합리
부_양육태도
인터넷 전체
게임중독 모_애정
모_자율
모_성취
모_합리
모_양육태도
전체
***p<.001

-.197
-.104
-.042
-.036
-.315
-.220
-.058
-.035
-.046
-.308

-2.235
-1.770 10.425***
- .536
- .479
-6.361*** 40.468***
-2.592*
- .974 10.129***
- .439
- .587
-6.208*** 38.544***

.103
.099
.100
.095

표 8에 의하면 부의 양육태도 4개의 하위영역 중
부_애정(β=-.197, t=-2.235, p<.05)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
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10.3%의 설명력
을 보였다. 한편, 모의 양육태도 4개의 하위영역 중
모_애정(β=-.220, t=-2.592, p<.05)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양육태도 하
위요인들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10.0%
의 설명력을 보였다.
끝으로 부의 양육태도 전체(β=-.315, t=-6.361,
p<.001)와 모의 양육태도 전체(β=-.308, t=-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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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9.9%, 9.5%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녀의 인터넷 게
임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인터
넷 게임중독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ENTER)
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
측변인의 전체 설명력(R2)과 표준화계수(β)는 표 9
와 같다.
표 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369)
구 분 예측변인 β
t
F R2
부_개방
의사소통
부_문제
의사소통
부_의사소통
인터넷 전체
게임중독 모_개방
의사소통
모_문제
의사소통
모_의사소통
전체
***p<.001

-.214
.101
-.280
-.235
.077
-.275

-3.578***
1.680
-5.579***
-4.074***
1.329
-5.469***

15.857*** .080
31.121*** .078
15.747*** .079
29.912*** .075

표 9에 의하면 부의 의사소통 2개의 하위영역 중
부_개방의사소통(β=-.214, t=-3.578, p<.001)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의사소통

하위요인들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8.0%
의 설명력을 보였다. 한편, 모의 의사소통 2개의 하
위영역 중 모_개방의사소통(β=-.235, t=-4.074,
p<.001)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모의 의사소통 하위요인들은 자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 7.9%의 설명력을 보였다.
끝으로 부의 의사소통 전체(β=-.280, t=-5.579,
p<.001)와 모의 의사소통 전체(β=-.275, t=-5.469,
p<.001)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7.8%, 7.5%의 설명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
계를 알아본 결과, 부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고, 인터넷 게임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모의 의
사소통 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
임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의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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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합리적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가 애정과 합리적 양육태도를 가
질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 성취, 합리
적 양육태도는 모의 의사소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가 애정,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차원에서 모두 의미 있
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김재현, 2000).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지니는 의사소통 방식은 자
녀의 성장 발달이나 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한다(장호선, 1987). 또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언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닌 양육태도나 가치관의 상당
부분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
다. 따라서 부모의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애정적인 태도, 자녀의 달성 가능한 목
표를 알고 자녀가 성취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
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성취적인 태도, 자녀에게 일
의 동기나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며 약속을 중시하고
자녀의 교육에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합리적인
태도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양육태도와 의사

소통 방식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 애정,
성취, 합리적인 양육태도와 긍정적 의사소통이 실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 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애정변인
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
머니가 애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비일관성, 과잉기대,
방치 등 부정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은
상관을 보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계원, 2001).
또한 부모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녀와 함께 하
려고 애쓰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의 자
녀일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경향이 낮고, 비난과 처
벌을 자주 가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
넷에 중독될 경향이 높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
다(김지형, 2002).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
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이 낮고 거부나
과보호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결과(전필선, 2009; 노선미,
2010)와 일치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리적 양육
태도와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인터넷 중독 수
준이 낮은 결과를 나타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은옥, 2005). 이상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
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같은 문
제행동을 예방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과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
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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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며, 다른 어떤 발달 시기
보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Gupta
& Derevensky, 2000; Shaffer & Bethune,
2000). 따라서 자녀들을 인터넷 게임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거부적이고 과보호적인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자녀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이 부모-자녀 간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
를 양육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는 인터넷 게임중독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이상 자
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를 부모들을 제외한 자
녀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과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애정유
형의 양육유형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칭찬을 해주는 방법,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
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방법,
부모와 자녀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
법 등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방식 중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
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
통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개방적일수록 인
터넷 게임중독 수준이 낮으며, 서로 회피하고 상대

방을 불신하는 의사소통을 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하나; 2011,
이진표, 2010; 조아미, 방희정, 2003). 또한 어머
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게임중독 경향이 높다
는 연구와도 일치하며(이경님, 2002), 부모와 효율
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거나 가족 간의 정서적 결
속력이 강하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으며, 중독된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한
다(김상훈, 2008).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기능
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
롭게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감
을 향상시키고(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10), 내
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는 부모-자
녀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나
안정감을 획득하게 된다(장진주, 2010). 이러한 결
과는 부모는 자녀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소 자녀의 게임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자녀가 현실세계의 역기능적인 의
사소통의 대체적 보상수단으로 인터넷 게임을 선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지
양하는 것이 인터넷 게임중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
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
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가진 자녀가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점검으로 서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공감, 반
영적 경청, 문제해결 등의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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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발달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변
인으로 하여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인터넷 게임
중독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에 부
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치료와 예방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부모요인을 반영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양
육태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에 밀접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예측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부모의 양육태
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상담이나 교육현장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
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B광역시과 U광역시에 소
재하는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을 표집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표집을 더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식 질문지
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 외에 행동관찰이나 임상 면접과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모의 의사
소통 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의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모의 의
사소통 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터넷 게
임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의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 및 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인터넷 게임중독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합리적 양육태도는 부의 의사소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 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애정변인
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 방식 중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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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고은옥. (2005).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인터넷 중독의 관계. 경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미영.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동기, 부
모양육태도,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길, 이영선.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
향.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17(9), 127-135.
곽금주. (2004). 컴퓨터 게임과 아동, 청소년 발달과
의 관련성 연구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0,
147-175.
김기숙. (2009).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 예측 모형. 중앙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진. (2007).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훈. (2008. 6. 16). 인터넷 중독, 집중치료캠
프로 고쳤어요.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080616/8590558/1
김재현. (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와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선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기. (201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형.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따
른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
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하나.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자
녀 의사소통 유형과 인터넷 게임중독 간의 관
계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현이. (2008). 개인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
계,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선미. (2010). 지각된 부부관계 및 부모양육태
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닷컴. (2016. 5. 2). 국내 청소년의 ‘게임 중독’
에 빠지는 원인 분석해 보니.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60502/77891785/2
문은숙. (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화자. (2006).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숙자, 심희옥. (2003). 아동의 컴퓨터게임 몰두성
향과 심리사회 및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
동학회지, 24(5), 27-41.
심란희. (2004).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
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7 -

14 이상배․박정미․박은아․박제일

아영호, 정원철. (2010).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갈
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
소년복지연구, 12(4), 257-277.
안혜숙, 이종승. (2002). 컴퓨터게임몰입 아동의 특
성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논총, 23(1), 57-87.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증세의 관계. 한국행동과
학. RB-11-1.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우영숙.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
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1982). 인간발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부.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10).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0(1), 25-47.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희. (2007). 초등학생 고학년 아동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또래관계, 자기통제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간의 관계. 서울여대 특수치료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41(1), 77-91.
이인숙. (2003).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
넷 기대 및 자기효능감. 아동학회지, 9(4),
376-383.
이진표.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또래관계, 교사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간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형초. (2001).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
발과 인지행동 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혜린.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남녀 청소년의 인
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장원재.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
도가 소외감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고
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진주.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이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호선. (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성
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필선. (2009).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인터
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자. (2007).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
인터넷 사용조절 집단상담의 성과에 미치는 효
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숙영. (2009). 초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정연호. (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 전남지역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은경. (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8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15

정진태.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
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조아미, 방희정.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
넷 게임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채규만, 박중규. (2002). 인터넷 중독 상담전략. 서
울: 한국정보문화센터.
최영래. (2003).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
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희.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선애. (2007).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격의 차
이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역기능적 의사소통
과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경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유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개발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경아. (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중독과 자
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임. (2010).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현. (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
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인터넷 중독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희선. (2006).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
․

통유형과 대인관계 성향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nes, H., & Olse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rady, K. (1996). Dropouts rise a net result of
computers. The Buffalo Evening news.
Griffiths, M. (1997).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PA annanual
convention, Chicago.

Gupta, R. & Derevensky, J. L. (2000).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 From research to
treatment.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
315-342.
Murphey, B. (1996). Computer addictions entangle
students. The APA Monitor.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

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Shaffer, H. J., & Bethune, W. (2000). Introduction
youth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3), 113-114.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 119 -

원고 접수일 : 2017. 7. 12
수정원고 접수일 : 2017. 8. 28
게재 결정일 : 2017. 9. 5

16 이상배․박정미․박은아․박제일
東西精神科學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2017, Vol. 20, No. 1, 103～118

The Effect of the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on Internet Game Addiction
Lee, Sang-Bae

Park, Jeong-Mee

Park, Eun-A

Park, Jae-Il

Solinara
Psychology Center

Busan Visual Art
High School

Haneulbit
Kindergarten

Young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styl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In order to verify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ests
abou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parental attitud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were carried out all 369
students from 1 to 3 grade of Middle schoo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nd U metropolitan cit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carried ou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influence between the variables influ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ve
and rational rearing attitudes among father’s caring attitude affected father’s communication statistically. In case of
mother is love, achievement and rational rearing attitudes affected mother’s communic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tic. Second, It is shown a factor of love in parental rearing attitude affected internet game
addic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ed communication style which is one of communication styl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is shown direct and negative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love of
parents, achievement and rational rearing attitudes gave effects of positive, strong and meaningful. And ration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bad effects into internet game addiction in the light of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styl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Therefore, it needs to consider and keep the factors of communication style and parental attitude for
developing program about the internet game addiction and prevention and trea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family factors of parent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style which gives affection on
internet gam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Suggestion for further studies, it needs to examine about
personal factors and school environment. Also it has got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by using behavior
observation or clinical interview in a follow-up study.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al attitude,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internet game addiction

- 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