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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컴퓨터게임빈도와사이버비행의변화에따른

잠재집단 간 이행분석
1)

하여진(河麗珍)*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중학생 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컴퓨터 게임 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과 사이버비행에 따른 잠재집단을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도출하고 잠재집단 간의 이행을 살펴보았다. 

이 때 컴퓨터 게임 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일반화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게임빈도 변화에 따라 세 가지의 잠재집단(고사용 집단, 고→저사용 집단, 저사용 집단)이 

도출되었다. 남학생인 경우, 통제력이 낮은 경우, 부모로부터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고 교우관계가 나쁜 경우에 

게임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사전적인 특성 차이를 일반화경향점

수 역확률 가중치 방식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사이버비행 정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으로의 이행확률을 살펴

보았다. 사이버비행 정도에 따라서는 네 집단(고비행 집단, 고→저비행 집단, 저비행 집단, 무비행 집단)이 도출

되었으며, 컴퓨터 저사용 집단 보다 고사용 집단이 무비행 집단보다 고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어 : 컴퓨터 게임, 사이버비행, 일반화경향점수, 성장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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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1

위가 인터넷 검색이나 채팅, SNS이고 2위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8.2%가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 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게임에 사용하면서 게임 과몰입으로 말미암은 문제 또한 대두되

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

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인터넷 중독 고위험 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정보문화진흥원, 2014). 90년대 이후 폭력적인 게임들이 게임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에 몰두할 경우 학업부진, 일상생활 기능장애, 대인 불

안, 폭행, 비행과 같은 일탈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김은정, 2005; 어기준,

2000). 최근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청소년 비행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사이버 상의 일탈행동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정승민, 2014; 이호열, 김준희, 2008). 특히,

청소년기의 일탈은 성인기의 범죄 및 반사회적 성격, 직장 및 결혼생활 부적응과 같은 역기능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컴퓨터 게임

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도 제안되었다. 2011년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를 적용하였고, 2013년 4월 30일 새누리당에서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게임을 도박, 마약, 음주와 함께 4대 

중독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기본권 침해라는 찬반 논란이 제

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들에 미치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정영호, 2011).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지만, 체계적인 실증 연구를 통한 합의된 이론은 아

직 부족한 상태이다(민소담, 이한나, 송인한, 2015).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

고 공격적 행위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방법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정영호, 2011; Durkin & Barber,

2002; Savage & Yancey, 2008). 즉 컴퓨터 게임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간적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게임의 효과에 따른 연구들이 일

부 이루어졌으나 게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인 특성차이가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인과적

인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빈도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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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사전적인 특성차이를 일반화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방식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물들이 대부분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접근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을 취하고 있는데 반

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사용 빈도 변화 및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될 수 있는지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컴퓨터 게임과 사이버비행  

1) 컴퓨터 게임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9조 

7,198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게임시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10% 이상의 성장을 지

속하였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시장은 세계 온라인 게임시장의 21.3%를 차지하며 세계 2위 수준

을 유지면서 전체 문화산업 수출액의 50%이상을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전종수, 2014). 여성가족부의 2014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8.2%

가 게임을 한 경험이 있으며, 주중에는 하루 평균 1시간 15분, 주말에는 하루 평균 1시간 58분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컴퓨터 보급의 확대와 컴퓨터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 게임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게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컴퓨터 게임 활용빈도가 

높고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백지은, 2009). 또한,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 정

서조절능력이 떨어질수록 게임을 자제하지 못 하고 중독에 빠지는 경향성이 높았다(장재홍 외,

2004). 컴퓨터 게임 몰입 정도는 부모의 양육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에 대한 컴퓨터 사용의 통제가 높

은 경우, 또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같은 유대감이 큰 경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은, 2009; 이혜림, 정의준, 2014). 교우관계 역시 게임사용에 영향

을 미치는데 또래 간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해방구로 컴퓨터 게임을 찾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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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게임 상에서 만난 익명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자 게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오익수, 우경근, 2005; 오익수, 2003). 아울러 교사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등에 대한 지도가 게임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권재환, 2010).

2) 컴퓨터 게임과 사이버비행의 관계

사이버비행(Cyber delinquency)은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사이버 일탈 등으로 불리며 일

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비행을 의미한다. 사이버비행은 해

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신용카드 도용과 같이 지위실정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나 음란

물 검색, 폭력 채팅행위와 같은 일반적으로 비행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포괄한다(이정숙, 안윤

영, 2005; 천정웅, 2000; 김경호, 차은진, 2012). 특히 청소년의 경우 범죄라는 용어 대신 비행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의 규범 위반을 법적인 측면에서의 범죄로 재단

하기보다 사회 현상의 일종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이정숙, 안윤영, 2005).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이버비행을 청소년이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지위비행, 음란채팅

이나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비행,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계좌, 신용카드 등을 사용

하는 재산비행, 채팅을 통해 폭언을 하는 등의 폭력비행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일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비행은 점차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윤달희, 강현아, 2009; 장준오, 2003).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의 위험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06). 사이버비행이 발생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사이버안전국의 사이버범죄 통계자

료(2013)에 의하면 전체 사이버 범죄율의 16.4%에 해당하는 14,121건의 사이버 범죄가 10대 청소

년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성식(2006)의 연구에서는 사이버비행을 설명하는 요인을 개인수준, 주위관계수준,

사회문화수준, 상황기회수준으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갈등, 사이버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하위문화, 익명상황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모델(Social learning model)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게임, TV등의 영상물이 학습원이 

되어 이를 학습, 강화, 모방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행동을 현실에서도 하게 된다(김문조, 윤옥경,

2001). 컴퓨터 게임과 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할수록 폭력적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컴퓨터 게임 이용을 적게 하면 폭력성이 낮아지면서 비행도 줄어

든다고 보고한다(민소담, 이한나, 송인한, 2015; 정영호, 2011). 특히,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취향이나 행동양식들이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제되나,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에서 억압되고 충족되지 못 한 욕망이 수용되고 발현되어 강화된다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빈도와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간 이행분석  345

(Durkin et al., 2006). 장신영(2011)에 의하면 오프라인상에서는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인

터넷 상에서의 사이버비행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일탈경험

은 비행의 학습기회로 작용하여 현실에서의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 된다(김

소정, 2010). 그러나 게임이 실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물에 비해 사이버비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홍세희와 노언경(2013)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

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 형태에 따라 잠재계층을 고수준유지집단, 급변화집단, 감소집단,

증가집단으로 도출하고, 잠재집단 별 비행형태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게임 

고수준유지집단에서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숙과 안윤

영(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과 사이버비행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PC방에서 친구와 주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이버비행의 수준이 높았

으며, 컴퓨터를 일찍 시작한 학생일수록 사이버비행 수준이 높았다.

2. 일반화경향점수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는 실험설계상황이 아닌 관찰 자료에서 처치효과의 인과적 추론을 

위한 방안이다(Rosenbaum & Rubin, 1983). 처치효과의 인과추론은 A라는 처치를 받은 연구대

상과 B라는 처치를 받은 연구대상 간 효과에 대한 추측을 포함한다. 예컨대, 처치를 0과 1이라고 

하고, 각각의 처치를 받은 i번째 연구대상의 응답을 Yi1, Yi0라고 할 경우 인과효과는 원칙적으

로 <식 1>과 같이 Yi1과 Yi0의 비교를 통해서 산출한다.

∆ <식 1>

그러나 연구대상이 두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에 Yi1과 Yi0의 비교에는 일종의 추측의 과정이 포함되게 된다(Rosenbaum & Rubin, 1983).

즉, 두 가지 결과가 한 피험자에게서 관측할 수 없으므로 대신 처치를 받은 집단(Ti=1)과 받지 

않은 집단(Ti=0) 간 평균적인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

∆   <식 2>

이 때,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는 처치유무 외의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등하

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선

할당이다. 무선할당은 산출된 결과 값이 처치할당에 대해 독립이므로, <식 1>과 <식 2>는 동일



346  아시아교육연구 16권 2호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할당 실험연구는 많은 교육연구에서 현실적, 윤리적인 한계를 가진다. 예

컨대, 컴퓨터 게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학생들을 무선으로 할당하여 일부는 컴퓨터 게

임을 하도록 하고, 일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처치할당에 영향

을 주는 공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처치할당

에 영향을 주는 공변인(Xi)을 통제 한 후의 처치효과는 <식 3>과 같이 추정하게 된다(민경석,

2008).

∆     <식 3>

그런데 이러한 공변인 통제방식은 통제할 변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통계모형의 간명성을 

떨어뜨리며, 비현실적인 외삽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Rosenbaum과 Rubin은 공변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일차원적으로 요약하여 관측된 공변인 벡터가 주어질 때 특정한 처치집단에 

할당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는 경향점수를 제안하였다. 산출된 경향점수는 역확률 가중치

(Inverse-probability weighting), 층화(stratification), 매칭(matching) 등의 방식으로 기존의 회귀

분석이나 다층모형등과 결합하여 관찰‧조사 자료에 대한 준실험적 연구 분석으로 활발히 사용되

어져 왔다. 이 중 역확률 가중치(Inverse-probability weighting)방식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 피험자가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의 역수로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는 방식이다(Hirano &

Imbens, 2001). 모집단을 실험상황과 같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피험자의 처치에 참여할 확률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면, 관찰된 자료에서는 처치집단에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큰 피험자가 

과대표집 되고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적은 피험자는 과소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통제집단

에서는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큰 피험자는 과소표집,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적은 피험자는 과대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치집단의 참여확률이 작은 피험자와 통제집단에서 참여확

률이 큰 피험자에게는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무선할당 상황을 만들어 주는 방

식이다. <식 4>와 같이 각 피험자가 소속 집단에 속할 확률의 역수로 가중치를 준다.

  ×


  ×


<식 4>

가중치 방식은 표집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가장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

래의 자료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극단적인 가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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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될 경우 편향된 추정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Rubin(2001)은 극

단적인 가중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가 10보다 큰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하거나 경향점

수를 기준으로 처치집단의 하위 2.5%, 통제집단의 상위 2.5%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경향점수는 처치변수가 이분인 경우에 먼저 제안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형태의 처치변수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화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가 제안되었다. 처치변수가 이분

이외의 형태를 가진 경향점수 추정과 관련하여선 Joffe와 Rosenbaum(1999)이 서열변수인 처치

변수의 경향점수 추정방안을, Imbens(2000)가 범주변수인 처치변수의 경향점수 추정방안을,

Hirano와 Imbens(2004)가 연속변수인 처치변수의 경향점수 추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화경향

점수는 이분변수 경향점수 추정에 사용된 강한 비혼동성 가정(unconfoundedness assumption)

을 확장시킨, 약한 비혼동성가정(weak unconfoundeness assumption)을 사용한다. 강한 비혼동

성가정은 모든 가능한 결과 값에 대해 처치변수가 독립임을 가정한다. 반면, 약한 비혼동성 가정

은 처치변수 각각의 결과 값에 대한 대응독립성(pairwise independence)을 가정한다. 이는 

Imbens(2000)가 이분처치에서의 경향점수 추정을 다분 처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처치의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평균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의 하위집단을 구성하면 될 

것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한 가정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중학생 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아

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제 간 연구와 관련 정책 개발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데이터이다. KCYPS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적 관점을 연구모형 설계와 조사내용 구성의 이론 틀로 활용하였으며, 표본설계는 시도, 도시규

모, 학제를 층으로 하여 층화 다단계 집락 추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모집단은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며, 표본은 78개 중학

교의 2,351명의 학생들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이 연구에서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2,0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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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수 

이 연구에서 잠재집단 구분에 사용한 컴퓨터 게임 빈도와 사이버비행 관련 문항은 2-4차년도

에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컴퓨터 게임 빈도는 게임 및 오락 목적으로 컴퓨

터를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대한 4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이버비행은 이와 관련

한 학생의 경험에 관한 여섯 가지 문항(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를 올리기, 불법 소프

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

력적인 언어 사용하기)의 합산점수를 사용하였다.

사전공변인은 컴퓨터 게임과 사이버비행이 일어나기 이전 시점인 1차년도에 조사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컴퓨터 게임 및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생태학적 

변수들을 참고하여 개인체계 변수에는 성별과 통제력을, 가족체계 변수에는 애정적 양육과 비일

관적 양육을, 학교 및 또래체계는 교사관계와 교우관계를 사용하였다. 통제력, 애정적 양육, 비

일관적 양육, 교사관계, 교우관계는 4점 리커르트 척도로 만들어진 문항들의 합산점수를 사용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과 같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표 1> 변수 구성

구분 변수명 내용

잠재집단 

구성변수

컴퓨터 게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0)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 가끔 사용한다(2) 

자주 사용한다(3) 

사이버비행
학생의 사이버비행 경험에 관한 6문항의 합산점수

문항예시)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사전

공변인

개

인

성별 여학생(0) 남학생(1)

통제력
학생 스스로의 행동통제에 관한 5문항의 합산점수

문항예시)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가

정

애정적 

양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방식에 관한 4문항의 합산점수

문항예시)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비일관적 

양육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방식에 관한 3문항의 합산점수

문항예시)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학

교

교사관계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5문항의 합산점수

문항예시)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우관계
학생이 지각한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5문항의 합산점수

문항예시)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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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2,071)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잠재집단 

구성변수

컴퓨터 

게임

중2 2.08 1.02 0.00 3.00 

중3 1.85 1.12 0.00 3.00 

고1 1.66 1.23 0.00 3.00 

사이버

비행

중2 0.83 1.06 0.00 6.00 

중3 0.60 0.98 0.00 6.00 

고1 0.26 0.62 0.00 6.00 

사전

공변인

개인
성별 0.51 0.50 0.00 1.00 

통제력 12.22 2.63 5.00 20.00 

가정
애정적 양육 9.15 1.94 3.00 12.00 

비일관적양육 7.02 2.04 3.00 12.00 

학교
교사관계 14.94 1.98 5.00 20.00 

교우관계 13.55 3.29 5.00 20.00 

3.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sequential process growth mixture model)을 사용하

여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빈도 변화와 사이버비행정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성하고, 잠재

집단 간의 이행을 살펴보았다. 혼합모형은 관찰변수들을 이용하여 잠재된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확률적인 군집분석방법이다. 이 때 잠재된 하위 집단들이 서로 다른 확률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

며 하위 집단별로 서로 다른 모수치를 갖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Muthen, 2004). 이 때 컴퓨터 게

임 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과 부모와 교사,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사전공변인을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일반화경향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역확률 가중치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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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구성분석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에 따른 성장혼합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AIC,

BIC와 수정된 BIC지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수들이 작을수록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

는데 [그림 2]에서 보면 세 개 집단으로의 분류까지는 급속히 감소하다가, 네 개 집단 분류부터

는 감소 정도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적합도 지수의 감소가 둔화되는 지점인 3개의 

잠재집단을 설정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일 때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는 0.848로 나

타났다.

<표 3> 게임빈도 변화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잠재집단의 수

2 3 4

AIC 17195.013 16768.664 16774.664 

BIC 17257.007 16847.565 16870.472 

Adj-BIC 17222.059 16803.085 16816.461 

[그림 2] 게임빈도 변화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변화 

위에서 도출한 세 개의 잠재집단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컴퓨터 게임 빈도

의 초기치가 높고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한 컴퓨터 게임 고사용 지속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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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빈도의 초기치가 높지만, 부적으로 큰 감소율을 보이는 고사용 집단에서 저사용 집

단으로의 이행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컴퓨터 게임빈도의 초기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변화율

이 부적으로 유의한 저사용 지속집단이다.

<표 4> 게임빈도 변화의 잠재집단 구성

집단1

(고사용 지속집단)

집단2

(고사용 → 저사용 집단)

집단3

(저사용 지속집단)

중2 2.417 2.458 0.570 

중3 2.281 1.592 0.827 

고1 2.612 0.376 0.253 

N 1,207 476 388

Intercept 2.391 *** 2.349 *** 0.793 ***

Slope 0.098 *** -0.998 *** -0.228 ***

2.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특성분석 

컴퓨터 게임 빈도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 가정, 학교특성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개인특성 

변인 중 남학생인 경우 컴퓨터 게임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이나 낮아지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는 저사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특성 변인 중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은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이나 낮아지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

교특성 변인 중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 사용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컴퓨터 게임빈도에 따른 잠

재집단의 사전적인 특성차이를 통제해 주기 위하여 일반화경향점수를 산출하여 역확률 가중치

를 산출하여 적용하면, 일반화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적용 전에 유의했던 특성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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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결정요인 검증

기준집단 비교집단 변수
일반화경향점수 미적용 일반화경향점수 적용

Coef. S.E. Coef. S.E.

집단1

(고사용

지속집단)

집단2

(고사용 →

저사용 집단)

개인
남학생 -1.783 ***　 0.121 -0.005 0.111 

통제력 -0.003 　 0.025 -0.001 0.022 

가정
애정적 양육 0.023 　 0.035 -0.007 0.032 

비일관적 양육 -0.081 　* 0.031 -0.013 0.029 

학교
교우관계 0.020 　 0.033 0.011 0.031 

교사관계 -0.009 　 0.019 0.004 0.018 

집단1

(고사용

지속집단)

집단3

(저사용

지속집단)

개인
남학생 -3.412 　*** 0.199 0.096 0.118 

통제력 0.077 　** 0.029 -0.018 0.023 

가정
애정적 양육 -0.025 　 0.042 -0.012 0.033 

비일관적 양육 -0.175 　*** 0.038 0.047 0.031 

학교
교우관계 0.083 　* 0.041 -0.028 0.032 

교사관계 -0.014 　 0.022 -0.018 0.019 

집단2

(고사용 →

저사용 

집단)

집단3

(저사용

지속집단)

개인
남학생 -1.629 　*** 0.212 0.101 0.139 

통제력 0.079 　** 0.029 -0.017 0.028 

가정
애정적 양육 -0.047 　 0.043 -0.005 0.039 

비일관적 양육 -0.094 　* 0.039 0.060 0.036 

학교
교우관계 0.063 　 0.042 -0.039 0.038 

교사관계 -0.005 　 0.023 -0.022 0.023 

3.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구성분석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

서 이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적합도 지수의 감소가 

둔화되는 지점인 4집단을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일 때 Entropy는 

0.963으로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이버비행 변화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잠재집단의 수

2 3 4 5

AIC 14347.423 13962.468 12496.292 12371.840 

BIC 14409.417 14041.369 12592.101 12484.556 

Adj-BIC 14374.469 13996.890 12538.090 124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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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격성 변화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변화 

네 개의 잠재집단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사이버비행의 초기치가 다소 높고,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한 고비행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사이버비행의 초기치가 가장 높으

나, 감소율 또한 가장 높은 고비행에서 저비행으로의 이행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사이버비행

의 초기치가 낮은 편이고, 변화율이 미미한 저비행 집단이다. 네 번째 집단은 초기치가 가장 낮

고, 감소율은 부적으로 사이버비행을 거의하지 않는 집단이다.

<표 7> 사이버비행 변화의 잠재집단 구성

집단1

(고비행 집단)

집단2

(고→ 저비행 집단)

집단3

(저비행 집단)

집단4

(무비행 집단)

중2 2.100 3.720 1.203 0.562 

중3 2.100 1.893 1.088 0.397 

고1 3.567 0.000 1.182 0.000 

N 30 75 374 1,592

Intercept 1.892 *** 3.269 *** 1.172 *** 0.562 ***

Slope 0.833 *** -1.634 *** 0.004 *** -0.280 ***

4. 게임빈도 변화와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간 이행분석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서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으로의 이행을 일반화

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표 9>와 같다. 먼저 <표 8>은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로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속하는 비율을 보여준

다. 컴퓨터 게임 고사용 지속집단의 경우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중 고비행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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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사례가 1.7%, 고비행에서 저비행으로 변화하는 집단에 속하는 사례가 6.4%, 저비행 집단

에 속하는 사례가 20.1%, 무비행 집단에 속하는 사례가 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컴퓨터 게임 저사용 지속집단의 경우, 고비행 집단에 속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으며, 무비행 

집단에 속하는 사례는 86.6%로 가장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다른 잠재집단보다 무비행 집단에 

속하는 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8>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서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간 구성 비율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집단1

(고비행 집단)

집단2

(고→저비행 집단)

집단3

(저비행 집단)

집단4

(무비행 집단)

집단1(고사용 지속집단) 0.017 0.064 0.201 0.717

집단2(고→저사용 집단) 0.014 0.052 0.165 0.769

집단3(저사용 지속집단) 0.000 0.014 0.120 0.866

게임빈도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별로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

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

사이버비행 컴퓨터게임
일반화경향점수 미적용 일반화경향점수 적용

Coef. S.E. t p Coef. S.E. t p

집단1

(고비행 집단)

고사용 25.739 *** 0.556 46.320 0.000 23.259 *** 0.568 40.936 0.000 

고→저사용 24.637 0.000  - - 22.937 0.000  - - 

집단2

(고비행→ 

저비행 집단)

고사용 1.681 * 0.721 2.332 0.020 1.738 1.173 1.481 0.139 

고→저사용 1.264 0.827 1.528 0.127 1.463 1.276 1.147 0.251 

집단3

(저비행 집단)

고사용 1.032 *** 0.218 4.725 0.000 0.706 0.424 1.663 0.096 

고→저사용 0.459 0.287 1.601 0.109 0.439 0.508 0.865 0.387 

먼저, 일반화경향점수를 적용하기 전에는 컴퓨터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고사용 집단

은 컴퓨터 사용이 지속적으로 낮은 저사용 집단에 비하여, 무비행 집단보다 다른 집단들에 속할 

확률이 모두 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화역확률 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는 무비행 

집단과 고비행에서 저비행으로 이행집단, 무비행 집단과 저비행 집단 간에 나타난 유의한 차이

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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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중학생 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컴퓨터 게임 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과 사이버비행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잠재집단 간의 이행을 살펴보

았다. 이 때 컴퓨터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화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게임빈도 변화에 따라 세 가지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지속

적으로 게임 사용빈도가 높은 고사용 지속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초기에는 컴퓨터 게임 사용

빈도가 높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게임 사용빈도가 급감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컴퓨터 게임 사용빈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저사용 지속집단이다.

둘째, 컴퓨터 게임빈도에 따른 집단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차원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학생의 성별과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모든 집단 구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학생의 통제력이 높을 경우 저사용 지속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고사용 지속집단보다 저사용 지속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

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특성차이를 반영한 일반화경향점수를 산출하여 최종분석에 

반영하였다.

셋째, 사이버비행정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네 가지의 집단으로 도출이 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사이버비행 정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고비행 집단이며, 두 번째 집단은 초기 사이버비행 

정도는 높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행정도가 줄어드는 집단, 세 번째 집단은 사이버비행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비행 집단이며, 마지막 집단은 초기 사이버비행 정도가 가장 낮고 학년

이 올라갈수록 더욱 줄어들어 거의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다.

넷째,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서 사이버비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으로의 이행을 

살펴보았다. 일반화경향점수를 적용하기 전에는 컴퓨터 사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고사용 집

단은 컴퓨터 사용이 지속적으로 낮은 저사용 집단에 비하여, 무비행 집단보다 비행정도가 높은 

수준의 다른 집단들에 속할 확률이 모두 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사용빈

도의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인 특성차이를 반영한 일반화역확률 가중치를 적용

한 후에는 컴퓨터 저사용 집단보다 고사용 집단이 무비행 집단보다 고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만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으로 사이버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

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사이

버비행의 발생원인 중 컴퓨터 게임의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력을 살펴본 실증연구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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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또한, 컴퓨터 게임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종단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과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생태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게임빈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게임사용 빈

도가 줄어드는 집단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분류가 되었다. 청

소년의 사이버비행 역시 지속적으로 높거나 낮은 학생들도 있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행 

정도가 감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컴퓨터 게임이 학생의 비행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반영할 

수 없다(정영호, 2011).

또한, 이 연구는 컴퓨터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구분에 미치는 학생들의 사전 배경특

성 차이를 일반화경향점수를 통해 조정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임의 효과

를 살펴본 기존 연구물들은 사전적인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대부분 청소

년의 비행을 예측하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인 특성 차이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컴

퓨터 게임 사용에 따른 효과가 과대추정 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일반화경향점수를 적용

하여 컴퓨터 게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공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했을 

때, 사전공변인 통제 전에는 유의했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되거나 효과의 계수크기가 작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관찰된 사전공변인을 활용하여 컴퓨터 게임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간 사전 특성 차이를 조

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조사하지 않은 특성이나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말미암은 차이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공변인을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론을 확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용 문항의 한계 상 이 연구에

서는 컴퓨터 게임의 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성하였고, 게임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 하였

다. 게임은 다양한 매체로 접근이 가능하고 종류 또한 다양하므로 차후에는 선호하는 게임의 종

류에 따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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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Sequential Process of Latent Groups in Change Patterns

of Computer Use and Cyber Delinquency
1)

Ha, Yeoj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sequential process of subgroups in change

patterns in the use of computer and cyber delinquency. To achieve this, sequential process

growth mixture model controlling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was applied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waves 1 to 4.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three latent groups in the use of computer based

on their change patterns; the high-level using group, the decreased using group, and the

low-level using group.

Second, by testing the effects of eco-system variables, gender, self-control, non-consistent

parenting, and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groups. These pre-covariates were used to calculate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Third, there were four latent groups based on the cyber delinquency; the high-level of

delinquency group, the declining-level of delinquency group, the low-level of delinquency

group, and the lowest-level of delinquency group.

Forth, the sequential process from latent group in the use of computer to latent group in

cyber delinquency was examined. Both of the results that were obtained controlling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and non-controlling one were compared.

Key words: computer game, cyber delinquency,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sequential

process growth mixture model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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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일반화경향점수를 활용한 역확률가중치 교정 전후 공변인의 pairwise balance비교 

변수

고→저사용=0,

고사용=1

고→저사용=0,

저사용=1

고사용=0

저사용=1

IPW* 

통제 전

IPW

통제 후

IPW 

통제 전

IPW

통제 후

IPW 

통제 전

IPW

통제 후

개인

남학생
-1.793 *** -0.009 1.607 *** -0.077 3.392 *** -0.089

(0.12) (0.11) (0.21) (0.14) (0.20) (0.12)

통제력
-0.001 0.000 0.074 * -0.012 0.076 * -0.017

(0.02) (0.02) (0.03) (0.03) (0.03) (0.02)

가정

애정적 양육
-0.024 ** 0.006 -0.041 -0.005 -0.043 -0.010

(0.03) (0.03) (0.04) (0.04) (0.05) (0.03)

비일관적 양육
0.088 0.013 -0.089 * 0.061 -0.167 *** 0.045

(0.03) (0.03) (0.04) (0.04) (0.04) (0.03)

학교

교우관계
-0.027 -0.010 0.060 -0.047 0.076 -0.029

(0.03) (0.03) (0.04) (0.04) (0.04) (0.03)

교사관계
0.009 -0.004 -0.005 ** -0.014 -0.015 -0.018

(0.02) (0.02) (0.02) (0.02) (0.02) (0.02)

* 일반화경향점수 역확률 가중치(Inverse-probability we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