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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을 상으로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의 계에서 심리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부 에 복무 인 

역 장병 486명이며, 자료분석을 해 상 계수와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군 장병들의 입   인터넷 독, 심리  취약성,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군 생활 응 간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심리 취약성이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취약성의 하 요인들- 외로움, 효능감 부족, 통제력 부족-은  

모두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제언하 다.

■ 중심어 :∣인터넷 중독∣심리적취약성∣군생활 적응∣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akness 

between the soldiers internet addiction and their adjustments in the military. 486 soldiers in 

Kangwon-province and Kyonggi-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ru convenient sampling.  

For the study,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s among the soldiers internet addiction, psychological weakness, 

solitude, lack of control, lack of efficacy, and military adjustments were found significant. 

Secondly, psychological weakness was verified as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ldiers internet addiction and military adjustments. The study indicates mental health 

services for soldiers with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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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에서 인터넷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해 주고, 시간과 공간을 월해서 다양한 계층과 교류

하도록 하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 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지나

치게 몰입하게 되면 부정 인 측면도 상당히 존재한다. 

인터넷 독은 Goldberg(1996)가 I.A.D(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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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Disorder) 개념을 제시하고, Young(1996)이 

정신장애의 독 기 을 기 로 척도를 제작 활용함으

로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

문 인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1][2]. 지

난 10여 년간 국내의 여러 학자들이 인터넷 독을 정

의하고자 하 는데 인터넷에 한 강박  사용과 집착, 

내성, 단, 조 불능, 일상생활에서의 부 응 등이 기

본 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상황이다[3-6]. 한편 홍경

희(2002)는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병리  사용 개념과 구분되는 상태가 있음을 지 하

는데 이는 병리 인 독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고 인터

넷에 한 의존행동이 상 으로 높아 인터넷 사용시

간 통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

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독을 인터넷 사

용에 한 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는 병리  독 상

태 뿐만 아니라 과도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으로 인

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행정안 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1년

도 인터넷 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세~19세 청소년 

독률은 10.4%, 5세~9세 유·아동들의 독률은 7.9%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세~49세 성인들의 인터넷 

독률은 6.8%에 그쳤다. 청소년 에서는 고등학생

(12.4%)의 독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생  

고 험군은 4.1%로 · 학생 고 험군(2.1%)보다 2배 

높게 나왔다. 성인 에서는 학생이 11.0%, 무직자가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9.1%)이 

여성(6.1%)보다 높았으며, 고 험군에서도 남성(2.2%)

이 여성(1.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인터넷 독자

는 온라인게임(41.3%)과 웹서핑(37.7%)이 주된 이용목

이었으며, 일반사용자는 뉴스검색(43.0%)과 웹서핑

(36.2%)이었다.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일반사용

자는 1.9시간, 독자는 2.7시간이었다[8]. 

인터넷에 독된 청소년들의 경우 실세계에서 충

족되지 않은 많은 욕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를 해

소하기 해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

인다. 인터넷 독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  취약성에 

당면하게 된다. 즉 강박증, 우울증, 충동조 장애 등의 

정신병리로 발 할 가능성이 크고, 일상생활과 인

계에 제약을 많이 받으며,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바이러

스 유포, 인터넷 사기 등 비행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인

터넷 독과 심리  취약성과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송원 (1998)은 인터넷의 독  사용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통제력과 가상공간  실생활에서의 

개인  효능감과 인 계 효능감을 제시하 다[4]. 김

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에 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무력감이며 다음으로 고립감, 교육

수  그리고 규범상실감 순으로 나타났다[9]. 이형 와 

안창일(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낮고 게임사

용에 해 부정 인 향이 없다고 지각하고, 충동 이

며,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터넷게임 

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게임, 채

 등 인터넷에 독된 청소년은 인 계 속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칠 

소지가 있으며[5], 인터넷 독이 심화될수록 분노표

이 강해지고, 자살생각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채 에 독된 청소년의 인 계는 피상 인 

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인 계에 한 자신의 욕

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계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계를 찾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지만 

이런 인 계의 지나친 추구로 인해 오히려 외로움은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12][13].

한편 인터넷 독자들은 일상생활 응에도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수 외(2002)는 청소년 인터넷 독 정도와 학교

생활 응 - 교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 

간에는 유의미한 부  상 계가 있으며, 인터넷 독

경향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 의 

학교생활 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14]. 

군인들은 입  에 20세 이하인 경우가 부분이다. 

즉 인터넷에 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입 는 많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 스와 지속 인 긴장을 가져오기에 장병들

은 군 생활에서 긴장과 부 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넷에 독되어 상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입  후 군 생활 응에는 어려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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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군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 스

가 장병들에게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정서 으로 민

하고 학교 이외의 틀 안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을 청

소년기1)에 규율과 명령 속에서 단체활동을 요구하는 

군  생활은 병사들이 군복무를 하는데 있어 부 응을 

유발하는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신세  병사들은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기존세 들과는 이한 가치

 특징이 있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

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한 의식도 높으며, 자

신이 가진 생각을 당당하게 발언하며, 즉흥 이거나 

실도피 인 면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규율과 통제가 요

구되는 군  환경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군

복무 부 응의 요인은 군입 자 개인의 심리사회  요

인, 군  조직의 물리 , 사회문화  요인 등이 상호복

합 으로 작용한다. 국가인권 원회(2006)의 조사보고

서에 의하면, 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한 병사는 체 응답자의 45%를 차지하 다. 특히 어

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13.2%로 10명당 

1명이 군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부 응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의 계 은 이병과 일병이 

63명으로 체의 61.2%를 차지하 다[15]. 군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에 한 정  인식, 동료, 업무, 동기부여, 임무

조건, 보   복지, 행사에 련된 요인, 신세 들의 특

성과 가치 , 지휘 의 리더쉽,  지휘행동에 따른 조

직 분 기 등이 군 생활 응에 직·간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22].

자기효능감 요인 등이 군 생활 응과 련이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23-26]. 자아개념 변인 에 자아동

일성과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요

인과의 군 생활 응과의 련성이 보고되었다[27].

본 연구에서의 군 생활 응은 정신 , 육체  건강 

등을 의미하는 심신만족, 역할수행에 있어서 자발성과 

자신감 등을 의미하는 임무수행 의지, 직책에 한 

1)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

한다‘고 정한다. 

심과 가치부여 등을 의미하는 직무만족, 조직운 , 공정

한 우, 후생복지, 리더쉽 등을 의미하는 군조직 환경

만족을 종합한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인터넷 독의 결과변인으로 한 군 생활 응의 선행

요인인 심리  취약성변인으로 외로움, 효능감 부족, 통

제력 부족을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입   인터넷 독성향이 있는 청소년들

이 외로움, 효능감 부족, 통제력 부족 등의 심리  취약

성의 문제를 가지거나 부 응 인 행동을 한다는 것과 

특히 군 생활 부 응을 래하는 여러 향 요인들  

청소년 입 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심리 인 문제

들에 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들이 서로 어떠

한 계 하에서 군 생활 응에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입   인터넷 독 성향이 외

로움, 효능감 부족, 통제력 부족 등의 심리  취약성을 

매개하여 군 생활 부 응에 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 효능감 부족, 통제력 부족 등의 심리  취약성 

없이 군 생활 부 응에 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무하여 이에 한 결과를 측할 수는 

없었으니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군 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은 요한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입   인터넷 독이 군 생활 응에 미

치는 향을 군병사의 심리  취약성이 매개할 것이라

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

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입   인터넷 독이 군 생활 응에 미치는 부정

 향을 심리  취약성이 매개할 것인가?

연구가설

군 병사의 심리  취약성은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육군 병사들을 표  모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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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 가 상 으로 많이 집해 있는 강원도, 경

기도 지역에서 부 를 임의 선정하 으며, 해당 부 에 

복무 인 역 장병 510명을 편의추출 하 다. 본 연구

의 자료 수집은 상 부 의 보안성 검토 후 진행하 으

며, 자료 수집은 2011년 9월 19일 ～ 9월 23일까지 시행 

하 다. 자료수집 방법은 해당부 의 지휘 의 사  승

인을 받고 연구자가 각 부 의 조사 담당간부를 선정하

으며, 설문조사  담당간부에게 조사 취지와 설문조

사 시행상의 유의 을 충분히 설명하 다. 설문조사지

는 우편으로 담당간부에게 달하 으며, 해당 부 에

서 설문조사지를 배포  실시하여 우편으로 연구자에

게 회송하 다. 체 510명  불성실 응답자 24명을 제

외한 최종 486명의 조사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2. 연구 도구 
2.1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수준 척도
입   병사의 인터넷 독 수 을 진단하기 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원으로 김용주, 신응섭, 고재원 

(2007)에 의해 제작된 병사용 인터넷 독 경향성 진단 

도구를 사용하 다[28]. 이 척도는 입   경험에 기

한 인터넷 독 경험의 과거력 단 등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Cronbach'a)는 .94로 나타났다. 

2.2 심리적취약성 척도 
인터넷 독과 연 성이 높은 심리  취약특성을 진

단하기 해 김용주, 신응섭, 고재원 (2007)에 의해 제

작된 병사용 인터넷 독 경향성 진단 도구를 사용하

다[28]. 척도는 모두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  

취약성 진단척도의 구성은 외로움 진단척도 12개 문항, 

효능감 진단척도 13개 문항, 통제력 진단척도 8개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심리  취약성은 .92, 외로움은 .90, 효능

감 부족은 .81, 통제력 부족은 .79를 보 다. 

2.3 군 생활 적응 척도 
신세  병사의 군 생활에서 응을 측정하기 한 도

구인 군 생활 응은 신태수(1981), 구승신(2004), 서혜

석ㆍ김정은(200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 다[29][30]. 하 척도는 심신의 상태(3문항), 직책

과 직무만족(4문항), 임무수행의지(7문항), 군 조직 환

경에 한 태도(12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척도는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 척도로 구성하 다. 수의 범 는 26～

104이고, 수가 높을수록 응이 잘 되는 것으로 측정

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a= .90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 다. 기본 으로 병사들의 인구

사회학  변인들과 병사들의 인터넷 독, 군 생활 

응 정도를 악하기 해 기술  통계분석을 하 다. 

이외에 병사용 인터넷 독 척도와 심리 취약성과 하

요인(외로움, 효능감부족, 통제력부족) 척도, 군 생활 

응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내  합치도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하 다. 

독립변인인 입   인터넷 독, 매개변인인 심리  

취약성과 하 요인(외로움, 효능감부족, 통제력부족) 

 종속변인인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수를 산출하 다. 

다음으로 심리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31]. 이들이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계를 확

인하기 해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회귀계수는 유의하여

야 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계를 

확인하기 해 입   인터넷 독과 심리  취약성간

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회귀계수는 

유의하여야 한다. 3단계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계

를 확인하고, 매개변인의 투입으로 인한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 간의 계가 변화되는가를 확인하기 한 차

이다. 이를 해 입   인터넷 독과 심리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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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인터넷 
   중독 —
2. 심리적
  취약성

 
.618*** —

3. 외로움  
.508***

   
.875*** —

4. 통제력
   부족

 
.355***

   
.684***

  
.369*** —

5. 효능감
   부족

 
.641***

   
.908***

  
.698***

  
.513*** —

6. 군생활
  적응 -.316*** -.440*** -.375*** -.326*** -.394*** -

M  1.893 2.005 1.689 2.223 2.163 2.674
D   .534  .389  .497  .464  .430 .447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군 생활 응을 종속변인으로 하

는 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매개변인(심리  취

약성)과 종속변인(군생활 응) 간의 편회귀계수가 유의

하여야 한다.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는 3단계에서의 독립

변인(입   인터넷 독)과 종속변인(군 생활 응)

간의 편회귀계수와 1단계에서의 단순회귀계수의 값을 

비교하여 분석하게 된다. 3단계의 편회귀계수가 유의하

지 않을 경우, 매개변인은 완 매개효과를 가지며, 편회

귀계수가 유의하더라도 편회귀계수의 값이 감소한 경

우 매개변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단한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 
병사용 인터넷 독 경향성 진단척도에 의한 연구

상자들의 인터넷 독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10.7%(52

명)가 독성향이 있는 것으로, 89.3%(434명)이 독성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군 장병들의 입   인터넷 독, 심리  취약성, 외

로움, 통제력, 효능감  군 생활 응의 상 계를 알

아보기 해 상 계수(Pearson)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 장병들의 입  인터넷 

독, 심리 취약성,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군 생활 

응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심리적 취약성,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및 군 생활적응의 상관 분석 결과

주.  * p < .05, ** p < .01, *** p < .001.

3. 매개효과 분석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에서 

심리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입   인터넷 독은 군 생활 응에 

부 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2단계에서 매개변인

으로 가정한 심리  취약성에 한 입   인터넷 

독의 회귀계수는 정 으로 유의하 다(β = .618, p < 

.001). 인터넷 독과 심리 취약성을 독립변인으로 군 

생활 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회귀분석 결과 매개

변인인 심리 취약성의 종속변인에 한 편회귀계수는 

부 으로 유의하 고 (β = -.396, p < .001), 독립변인인 

인터넷 독의 편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072, ns).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 취약성이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심
리적 취약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1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265 .036 -.316***
2 심리적취약성  인터넷 중독 .450 .026 .618***

3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060 .043 -.072ns

심리적취약성 -.455 .060 -.396***
주. ns = non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심리  취약성의 하 요인들

(외로움, 효능감부족, 통제력부족)  어떤 요소가 보다 

요한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확인하기 해 세 하 요

인들의 매개효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 다[표 3-5]. 

먼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

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입   인터넷 독과 외로움을 독립변인으로 군 

생활 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회귀분석 결과 매개

변인인 외로움의 종속변인에 한 편회귀계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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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 고(β = -.291, p < .001), 독립변인인 인터

넷 독의 편회귀계수는 1단계의 단순회귀계수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 다(β = -.169, p < .01). 이와같은 결과

는 외로움이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외
로움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1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265 .036  -.316***
2 외로움  인터넷 중독     .473 .037   .508***

3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141 .041 -.169**

외로움    -.261 .044  -.291***

  주.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에서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터넷 독과 효능감 부족을 독립변인으로 군 

생활 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회귀분석 결과 매개

변인인 효능감 부족의 종속변인에 한 편회귀계수는 

부 으로 유의하 고(β = -.324, p < .001), 독립변인인 

인터넷 독의 편회귀계수는 1단계의 단순회귀계수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 다(β = -.108, 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효능감 부족이 인터넷 독 성향과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효
능감 부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1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265 .036 -.316***
2 효능감부족  인터넷 중독   .516 .028   .641***

3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091 .046  -.108*
효능감부족  -.337 .057 -.324***

주.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에서 통제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터넷 독과 통제력 부족을 독립변인으로 

군 생활 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회귀분석 결과 매

개변인인 통제력 부족의 종속변인에 한 편회귀계수

는 부 으로 유의하 고(β = -.244, p < .001), 독립변인

인 인터넷 독의 편회귀계수는 1단계의 단순회귀계수

에 비해 감소하 다. (β = -.230,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력 부족이 인터넷 독 성향과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통
제력부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1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265 .036   -.316***
2 통제력부족  인터넷 중독     .309 .037    .355***

3 군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192 .038   -.230***
통제력부족    -.235 .043   -.244***

 주. * p < .05, ** p < .01, *** p < .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을 상으로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이 군 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심리

 취약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용 인터넷 독 경향성 진단척도에 의한 

연구 상자들의 인터넷 독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10.7%가 독성향이 있는 것으로, 89.3%가 독성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장병들의 입   인터넷 독, 심리  취약

성,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군 생활 응의 상 계

를 알아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

에서 심리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심리

취약성이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심리  취약성의 하 요인들(외로움, 효능감 부족, 통

제력 부족)  어떤 요소가 보다 요한 매개효과를 갖

는가를 확인하기 해 세 하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른 논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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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 복무 인 장병들  인터넷에 독되어 

복무를 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징병

검사 시 인터넷 독을 측정하여 인터넷 독자를 분류

해내어 이들에 한 특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에 의해 심리 취약성이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독 성향이 직 으로 군생활

응에 부정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효능

감 혹은 통제감 부족이라는 심리  취약성을 통해 군 

생활 응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

는 인터넷 독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  취약성이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들, 그리고 심리  취약성이 군 생활 

응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

여, 인터넷 독성향이 심리  취약성을 매개로 하여 

군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는 을 보 다는에서 의

의가 있다[32][33][29][34]. 박성길․김창 (2003)의 지

로 인터넷  게임 독자들의 심리사회  변인은 

독의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모호하다. 즉 심리  취약

성이 강한 사람들이 인터넷 독에쉽게 빠지고 인터넷 

독이 심각할수록 심리  취약성도 증가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인터넷 독자들을 상으로 심리  취약

성을 개선하는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35]. 

셋째, 인터넷 독은 약물 독과는 차이가 있는 행동

독에 포함된다. 즉 원인이 되는 마약, 알코올, 카페인 

등의 을 완 히 지하거나 차단시키면 원칙 으

로 치료가 가능한 약물 독과는 달리 일상생활이나 생

존에 불가결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원칙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 리 훈련이

나 자기조  로그램에 참가시켜 원칙 으로 시간

리  자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 독자들은 정상 인 인 계에 문제

가 있으며 이에 따른 외로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의 명령과 복종의 계  권 구조의 특성상 에서 일

반 장병들은 수직 이고 형식 인 인간 계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병들간의 인 계가 좀 더 원

만하고 지지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으로

는 민주 이고 인간 인 부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병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병사들이 군 생활에 응하고 건강하게 보내

기 해서는 병사들 뿐만 아니라 군 계자들의 어려움

과 고민을 극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군

조직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 병 생활 문상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병사들의 수에 비해 상담과

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역할에만 그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 장병들이 군 생활에

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극 처하고 나

아가 비효율 인 군조직  군 문화의 개선을 해서

는 군사회복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

시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않아 독립변인의 효과를 정확

하게 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심리 취

약성와 인터넷 독의 후 계에 한 세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에서의 정교한 분석의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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