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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to online games and carpal

tunnel syndrome (CTS) in college students. A total of 377 (205 male and 172 female) college students completed an

online game addiction scale, a Symptom Severity Scale (SSS), and a Function Status Scale (FSS) for CTS. It was

found that five (1.3%) students were diagnosed with an online game addiction, 74 (19.6%) students were diagnosed

with a pre-addiction to online games, and 298 (79.0%) students were diagnosed as being average users. The

pre-addictio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e SSS than did the average user group (p<.05). The aver-

age user group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did the online game addiction group (p<.05). Symptoms of wrist

pain and hand numbness in the daytime were common in the addiction grou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poor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online game addiction scale and the SSS (r=.312, p<.01), and between

the online game addiction scale and the FSS (r=.149, p<.01). The information about online game addiction and CTS

identified in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online game addiction and CTS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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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인터넷이 보급된 이

후 인터넷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

재 만 6세 이상의 인구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76.3%(34,820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10

대와 20대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99.8%와 9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99.9%)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은 생활의 효율성과 편

리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기술과잉으로 인

해 삶의 가치가 상실되고, 개인의 고립화와 개별화가 심화

되면서 가족 간의 결속약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확산 이후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

tion)’이라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되었다(이현아, 2004).

게임 중독이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게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고, 내성이 생

기며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금단증상까지 나타나서 일상

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현상이다(권재환, 2005).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에서 인터넷 사용에 지나

치게 몰두하면서 보이는 내성에 따른 지속적 사용증가,

인터넷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나타나는 초조와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 등의 증상을 보

이는 금단증상, 인터넷 사용을 위해 중요한 사회 및 직업

활동에 대한 장애를 보이는 특성을 인터넷 중독 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로 정의하였고, 일

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란 이용자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

기되면서 주사용 대상자인 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자들의 심리학적 특성, 인터넷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는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사용 인구의 6∼7%가 인터넷 중독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6%, 중고대학생

이 8%, 성인의 경우 3%로 나타났다(박경호 등, 2001).

대학생은 학내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근

이 용이하고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기 쉬운 이유로

(Kandell, 1998) 사용빈도가 높고, 인터넷 중독 상태도

상대적으로 높아 인터넷 위험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생에서 많이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유형으로는 사

이버채팅중독과 온라인게임중독이 있다(이현아, 2004).

이 유형의 특징은 이메일 확인이나 채팅을 하거나 게임

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게임 중독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 일상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면 초

조하고 불안해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게임 이외의

다른 활동에는 무관심해지고, 학업의지를 상실하며, 수업

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강박적 사용 및 금단증상, 시력저하, 어깨 통증 같은 신

체 및 행동상의 문제, 학업문제, 심리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현실구분의 장애로 요약할 수 있다(이형초, 2001).

현재까지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 온라인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인

터넷이나 게임의 중독 유형과 특성,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문제점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었

다(권윤희, 2006; 김교헌, 2001; 김문섭, 2006; 김병구 등,

2006; 김병구 등, 2007; 김선애 2008; 박미경 2008; 박정

은과 권혁인, 2007; 송종길과 최용준, 2001; 서낙원,

2008; 신길순과 구자경, 2005; 안석, 2000; 이현아, 2004).

한편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키보

드와 마우스의 사용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서 상지의 신경이 손상

되는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가장 흔히 발

생하는 포착(죄임) 말초신경증(entrapment neuropathy)

이다(Lo 등, 2002; Stevens, 1987). 수근관증후군의 발

생 기전으로는 손목이 국소적으로 눌리거나(regional

compression), 신경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그 발병이 증가하여 노

동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현재까지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 사회학적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의 특성, 발생유형,

대처방안 등에 관한 연구였지만, 신체적 측면에서 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면

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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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1년 미국에서는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

자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사용과 같은 반복적인 손과 손

가락의 움직임이 신경 조직과 그 기능에 영향을 주어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Panel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 Workplace

Commission on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1).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힘

든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직업명)에게 그 발병이 증

가하여 노동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되었으나

(Abbas 등, 1998; Frost 등, 1998), 컴퓨터 사용과 같이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반복 작업자에서의

수근관증후군의 발병은 일반대상자와 비슷한 것으로 보

고된 연구(Stevens 등, 2001)는 있었으나 온라인게임중

독을 보이는 대상과 수근관증후군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게

임중독과 수근관증후군의 실태를 조사한 후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라 수근관증후군의 증상 정도, 기능 수

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독과

수근관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5월에 00대학교에 다니는

643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속 학과별로 재학생의 수를 감안하여 총 50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한 후 492부(98.4%)를 회수하였으며 응답률

은 98.4%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 시에는 일반적 특성과

과거력 등에서 수근관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손목

주위 골절, 골관절증, 수근관절 및 굴근건의 활액막 종

창, 횡수근인대 비대, 결절종 등의 종양, 갑상선기능저

하증, 통풍, 당뇨병,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과 같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나영무 등, 2008) 최근 일주일동안 컴퓨

터 작업외의 일로 손목운동이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 115명을 제외한 377명(76.6%)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2.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인터넷으로 컴퓨터와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서버에 접속하

여서,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예:

리니지,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사전에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10명의 대상자에게 예

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

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제1영역은 총 7개 항목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한 3개 항목과 최근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거

나 과거병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제2영역은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22개 항목으로 온라

인게임 여부와 빈도, 그리고 Young(1998)이 개발한 인터

넷 중독검사(Internet Addiction Test; IAT)를 번역하여

수정한 후 온라인게임중독검사를 실시하였다. 제3영역은

게임 후 손목의 상태에 대한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영역은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19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수근관증후군의 심각성은 Levine 등

(1993)이 개발한 보스톤 설문지(Boston Questionnaire)에

서 인용한 손목 증상 척도(Symptom Severity Scale) 11

개 항목과, 손목 기능 상태 척도(Function Status Scale)

8개 항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사전에 연락

이 된 학과의 수업 전에 들어가 설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검사도구

Young 등(1998)의 인터넷 중독검사(IAT)를 이용하

여 온라인게임 중독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

해서 질문내용이 현재 자신의 상태와 비교하여 ‘전혀

아니다’는 1점, ‘드물지만 있다’는 2점, ‘가끔 있다’는 3

점, ‘자주 있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표기하

도록 했다. 20개 항목의 총 점수는 20∼100점 범위었

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

을 의미한다. 온라인게임의 중독 정도는 일반 사용자

군(20∼49),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50∼79), 고위험 사

용자군(80∼100)으로 나뉘며, 전반적인 SSS와 FSS는

각각 11항목과 8항목의 평균값으로 제시하며, 평균값

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의 기

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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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관증후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손목 증

상 척도(11개 항목)와 손목 기능 상태 척도(8개 항목)를

사용하였는데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

는 리커트 형태의 척도 이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

록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손목 증상 척도는

r=.91, 손목 기능 상태 척도는 r=.93의 높은 재현성이 있

었으며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를 사용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α=.89와 α=.91이었다(Levine 등, 1993).

4. 분석방법

일반적 특성, 온라인게임여부와 빈도, 게임 후 손목의

상태 등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알아보았다.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손목 증상 척도와 손목

기능 상태 척도의 항목별, 총점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산

분석을 하였다.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사후검정방법인 최소유의차(lease significance dif-

ference) 검정을 하여 어느 군끼리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알아보았다. 온라인게임 중독과 수근관증후군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온라인게임 중독 총점수와

손목 증상 척도의 총점수, 그리고 손목 기능 상태의 총

점수를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석한 설문지 377부에 응답한 대상자의 나이는 평

균 20.7세(표준편차 2.3세, 범위 17∼28세)였으며, 성별

은 남자는 205명(54.4%), 여자는 172명(45.6%)이었다.

온라인게임을 실시한 빈도는 ‘전혀없다 또는 일주일에

1회 미만’은 168명(44.6%)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

회가 105명(27.9%), 일주일에 3∼4회는 55명(14.6%), 매

일은 32명(8.5%), 일주일에 5∼6회는 17명(4.5%) 순이었

다(표 1). 1일 평균 온라인게임시간은 30분미만이 166명

(44.0)으로 가장 많았고, 1∼3시간, 30분∼1시간, 3∼5시

간, 5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중이나 후에 통증의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사람이

251명(66.6%)이었으나, ‘통증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사

람도 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4%에 해당했다. 게

임 전과 후에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불편감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이 280명(74.3%)이었다.

온라인게임 중독 정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298

명(79.0%)이 일반 사용자군에 속했지만,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사람은 74명(19.6%)이었으며, 고위

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사람도 5명(1.3%)있었다.

2.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손목 증상과

기능 상태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손목 증상

척도와 손목 기능 상태 척도의 항목별, 총점별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았다(표 2). 손목 증상 척도의 11개 항

목에서 ‘2주간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난 빈도’에 관한 항

목 외의 모든 항목에서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서 손목 증상이 좋지 않았다.

손목 기능 상태와 관련된 8개 항목에서는 병뚜껑 열

기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일반 사용자군이 고위

험 사용자군에 비해 각 항목에 따른 기능 수행 시 쉽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서 고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기능을 쉽게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

용자군에서는 기능 수행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 손목 증상, 손목 기

능 상태와의 상관성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7.17±15.40, 손목 증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2.96±3.30이었고, 손목 기능 상태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8.77±1.80이었다.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와 손목

증상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r=.312이었고,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와 손목 기능 상태 척도와의 상관계수도

r=.149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손목 증상

척도와 손목 기능 상태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r=.488로,

상관성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p<.01).

Ⅳ. 고찰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대표적으로

Young(1999)의 인터넷 중독척도, Goldberg(1996)의 인터

넷 중독 장애 척도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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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수(%)

온라인게임 실시 빈도

전혀없다 또는 일주일 1회 미만 168(44.6)

일주일 1∼2회 105(27.9)

일주일 3∼4회 55(14.6)

일주일 5∼6회 17(4.5)

매일 32(8.5)

계 377(100.0)

1일 평균 온라인게임시간

30분미만 166(44.0)

30분～1시간 미만 83(22.0)

1시간∼3시간 미만 103(27.3)

3시간∼5시간 미만 22(5.8)

5시간 이상 3(.8)

계 377(100.0)

게임 중·후 통증의 발생 여부

없다 251(66.6)

있다 126(33.4)

계 377(100.0)

게임 전·후 불편감 여부

없다 280(74.3)

있다 97(25.7)

계 377(100.0)

온라인게임 중독 상태

일반 사용자군(20∼49점) 298(79.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50∼79점) 74(19.6)

고위험 사용자군(80∼100점) 5(1.3)

계 377(100.0)

표 1. 응답자의 온라인게임 실시 빈도 및 실시 전후의 상태 발생의 비교 (N=377)

는 대부분 Young의 척도를 번안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김동욱, 2001; 김진숙 등, 2000; 김혜원 2001).

이형초(2001)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는 인터넷 게

임 중독 행동의 특성을 반영한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척

도를 개발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

로 실시했기 때문에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인

터넷이란 용어대신 온라인게임의 용어를 대입하여 변형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석(2000)의 연

구에서 제시한 Young의 척도를 기준으로 20∼39점은 일

반 사용자군, 40∼69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70∼100

점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게임 중독 정도는 대학생 전체 빈

도의 약 1.3%(5명)만이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였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19.6%, 일반 사용자군에는 전체

대상자의 79.0%가 해당했다.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온라인게임 중독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을 합하여 보면 그

비율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관

찰과 중재(intervention)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자 중 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남자의 비

율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78.4%, 고위험 사용자군

에서도 80.0%를 차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온라인게임

중독정도가 약 4배 정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

보문화진흥원(2007)에서 발표한 인터넷 중독 진단 결과

별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성인 고위험 사용자군의

90.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72.0%, 일반 사용자군

의 57.4%가 온라인게임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인

터넷 중독이 게임이용률과 밀접한 관계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신길순과 구자경(2005)은 30∼50대 성인 남녀

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인

터넷 중독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김교헌(2001)의 연구에서도 전체 인터넷 사

용자군 중 24%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속했으며,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 집단의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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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일반

사용자군

(n1=298)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n2=74)

고위험

사용자군

(n3=5)

F
사후검정

결과

손목

증상

척도

1. 야간의 손목 통증 정도 1.12±.37 1.38±.59 1.40±.55 11.823** n1<n2

2. 통증으로 인한 기상 빈도 1.05±.27 1.22±.60 1.00±.00 6.384* n1<n2

3. 주간의 손목 통증 정도 1.15±.39 1.41±.64 1.60±.55 11.102** n1<n2, n1<n3

4. 통증 발생 빈도 1.18±.46 1.45±.83 1.80±.84 9.303** n1<n2, n1<n3

5. 주간의 통증 지속 시간 1.28±.65 1.61±.86 1.40±.55 6.834* n1<n2

6. 감각 이상 정도 1.10±.30 1.28±.48 1.60±1.34 11.116** n1<n2, n1<n3

7. 현재 손의 힘 약화 정도 1.18±.47 1.38±.57 1.20±.45 4.770 n1<n2

8. 현재 손의 저린 감각 정도 1.21±.48 1.43±.55 1.40±.55 6.252* n1<n2

9. 야간의 감각 이상 정도 1.14±.39 1.26±.47 1.40±.55 3.350* n1<n2

10. 2주간 통증으로 인한

기상 빈도
1.04±.27 1.11±.39 1.00±.00 1.461

11. 작은 물건 사용시 어려움 1.05±.25 1.15±.05 1.20±.45 3.671* n1<n2

평균 1.14±.26 1.33±.38 1.36±.46 14.486** n1<n2

기능

상태

척도

1. 글쓰기 1.08±.29 1.11±.31 1.20±.45 .698

2. 단추 잠그기 1.04±.22 1.07±.25 1.00±.00 .630

3. 독서 중 책 들고 있기 1.17±.47 1.18±.38 1.60±.89 2.164 n1<n3, n2<n3

4. 전화 수화기 잡고 있기 1.08±.30 1.08±.27 1.40±.55 2.755 n1<n3, n2<n3

5. 가사 일 하기 1.10±.37 1.20±.50 1.80±1.30 8.499** n1<n3, n2<n3

6. 병뚜껑 열기 1.11±.38 1.15±.43 1.40±.89 1.581

7. 쇼핑백 들기 1.09±.35 1.15±.43 1.80±1.30 8.848** n1<n3, n2<n3

8. 목욕하고 옷 입기 1.01±.14 1.04±.20 1.40±.89 11.826** n1<n3, n2<n3

평균 1.08±.20 1.12±.23 1.45±.76 7.208* n1<n3, n2<n3

*p<.05, **p<.01.

표 2.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손목증상 점수와 기능상태 점수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 손목 증상 척도

손목 증상 척도 .312*

손목 기능 상태 척도 .149* .488*

*p<.01.

표 3. 온라인게임 중독과 손목 증상 척도, 손목 기능 상태 척도의 상관 분석 결과

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에는 3배, 고위험 사용자군에는 4배 정도 많았다.

인터넷 과다사용자 일수록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 및 주말에는 인터넷 이용시

간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한국정보문화

진흥원, 2007). 성인의 평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고

위험 사용자군은 3.0시간,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2.2시

간, 일반 사용자군에서는 2.1시간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령별로는 만 9∼12세, 만 13

∼15세, 만 20∼24세에서 고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이 2006

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중 온라인게임

을 실시하는 시간만을 조사하였지만, 일반 사용자군의

78.6%는 1일 평균 1시간 이내로 온라인게임을 실시하

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66%와 고위험 사용자군의

60%에서 1일 평균 1시간 이상 게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험 사용자군에 속할수록 이용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또는 온라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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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중독자일수록 이용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 어깨, 손목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관련 질환들의 유병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황상민(2001)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인터넷 사

용에 따른 설문조사의 결과, 자기 스스로 인터넷에 중

독되었다고 지각한 청소년과 중독되었다는 것은 부인하

지만 실제 사용시간이나 영향 등에서 중독에 가까운 청

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게임 및

오락이라고 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에서 실시

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

터넷 주이용 목적을 중복응답을 허용했을 때, 약 67.4%

에서 온라인게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보

검색(63.2%), 다운로드(36.4%)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으

며, 청소년의 82.5%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정보검색(87.0%), 이메일 사용(39.6%),

온라인게임(37.2%)순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성인의 약

58.6%에서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 20

∼24세에서는 71.2%, 만 25∼29세에서는 63.3%로 일반

성인에 비해 다수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1회 이상 게임을 실시

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3.4%에 해당하며, 전혀 하지 않

거나 일주일에 1회 미만인 경우는 44.6%에 해당하는 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을 ‘전혀 하지 않

는다’의 항목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한국정보진흥원

의 실태조사와 비슷한 정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손목 증상

과 기능 상태 척도의 항목별, 총점별로 비교한 결과, 손

목 증상과 관련된 11개 항목에서 ‘평소 낮에 손목과 손

목에 통증이 있습니까’, ‘하루 중 낮에 손과 손목에 통

증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현재 손에 무딘 감각이

있습니까?’의 세 항목에서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 또한 ‘지난 2주 동안 손이 저리거나 무딘 감각으

로 몇 번이나 밤에 잠을 깨셨습니까?’ 항목에서는 세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 항목 외의 모든 항

목에서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서 손목 증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

험 사용자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던 항목은 ‘하루

중 낮에 손과 손목에 통증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와

‘현재 손에 무딘 감각이 있습니까?’로 다른 군에 비해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대학생에서 주간에도 손이나

손목에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손목의 기능 상태와 관련된 8개 항목에

서는 병뚜껑 열기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일반 사

용자군이 고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각 항목에 따른 기능

을 수행할 때 쉽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쉽게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에서는 기능 수행시 차이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가장 어렵다

고 대답했던 항목은 ‘가사 일하기’와 ‘쇼핑백 들기’, ‘독

서 중 책 들고 있기’로 대부분 손목에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야 하는 항목들이었다.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와 수근관증후군 증상 점수와

의 상관성을 알아보았을 때, 온라인게임 중독 점수와

손목 증상 척도의 상관계수 r=.312이었고, 손목 기능 상

태 척도와는 r=.149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다고 하지

만 낮은 상관관계(poor reliability)를 보였다. 이 결과는

수근관증후근 발병률이 일반인에서 남자는 .4∼2.1%,

여자는 .7∼9.2%로 알려져 있으며, 키보드를 많이 사용

하는 집단에서는 남자는 .27%, 여자는 1.1%로 일반군

에서의 발병률보다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Anderson

등,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온라인게임 외에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사

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컴퓨터 사용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중에 수근관증후군

만을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 중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서(5명, 1.3%)

수근관증후군을 증상의 발현정도와 일상생활동작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항목이외에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항목을 첨부하고, 온

라인게임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사용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근골격계 관련 문제와의 상

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론

대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

과, 온라인게임 중독 정도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은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19.6%로 전체의 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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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에서 손목 증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고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기

능을 쉽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온라인게임 중독정도가 심할수록 손목의

통증이나 감각이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온라

인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심리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수근관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

환 발생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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