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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사용서비스

를 시작한 IT 강 국으로서 만 3세의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Hwang, Shin, & Jung, 201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3).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3)에서 국 30,000가구 

77,402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의 82.1%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의 56.6%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률에 한 통계  수치는 인터넷이 

자동차만큼이나 의 일상생활과 착된 생활요소임

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우리의 실생

활에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으나 자동차와는 

달리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이나 남용은 알코올이나 약

물 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독(Internet addiction)’ 

이라는 매우 심각한 부정  결과의 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Oh, 2007; Park, Kim, & Ryu, 2006).

인터넷 독이라는 병리  진단은 인터넷 독 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의 

병리  도박  약물남용장애의 진단기  개정 시 처

음으로 공식 인 기 이 마련되었다(Park et al., 

2006). 이후 인터넷 독은 인터넷 과다사용 는 병

리  인터넷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총 하여 

보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DSM-V

에서는 비물질 독 련 장애의 소분류로 인터넷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가 세분화되어 제시

되고 있어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독의 심각

성이 더욱 공식화되고 있다. 인터넷 독은 병리 이고 

강박 인 인터넷 사용을 의미하며 내성이나 단 증상

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마치 알코올이나 약물 독

과 유사한 병리  증상을 보이게 된다(Young, 1998). 

즉 처음에는 일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는 스트 스 

환을 해 인터넷을 사용하 으나, 차 인터넷 사용 

목  달성 이외에도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의한 동일한 만족감을 얻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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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강박  양상을 나타내

게 된다. 인터넷 사용의 단 시에는 심리 , 신체  

불편감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단증상이 일어나 

더욱 인터넷에 집착하게 되어 자기조  능력을 상실하

는 부 응 인 인터넷 사용이 지속된다(Lee, Ban, 

Lee, Choi, & Lee, 2007).

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독자 비율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독 험군이 30∼50 의 성인은 3.4-5.6%

인 반면, 10 의 청소년은 11.7%, 20 의 청년층은 

9.5%를 차지하여 10 와 20 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독 험군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

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한 학령별로 인터넷 독 험군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학생 12.5%, 학생 12.4%, 등학생 11.0%, 

고등학생 10.8%, 유치원생 3.4%로 학생과 학생

이 가장 높은 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인터넷 

독에 한 방과 리가 실함이 제기되고 있다

(Lee, 2012).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 이 에 비해 학업 시간이 감소되고 인터넷 사용 시

간의 증가나 이용에 한 제제가 감소될 수 있다는 , 

그리고 스마트 폰을 통한 인터넷의 근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을 고려해 볼 때 학생 인구집단

의 인터넷 과다 사용에 한 리가 미흡할 경우 이들

이 인터넷 독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문 역에서 학생을 

상으로 시도된 연구는 거의 무한 수 으로 단지 

우울, 자아존 감  정신건강과의 련성을 탐색한 것

이 부이다(Byeon et al., 2003; Park & Kang, 

2013). 따라서 간호 역에서 요 간호 상자 집단 

 하나인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의 방과 더 나아

가 건강증진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독 련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 역시 

부정  정서와 한 련이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

면 이들의 인터넷 독경향에 향하는 강력한 요인  

하나로 우울이 제시된 바 있다. 우울은 인터넷 독과 

정  상 계를 보이거나 강력한 측요인으로 규명

되고 있는데(Choi, Shin, Bae, & Kim, 2014), 불

안, 자아존 감, 자기통제력, 스트 스 인지 등과 같은 

심리  변인이나 부모-자녀 계  가족 응집력 등과 

같은 가족  요인과 인터넷 독과의 계에서 매개변

인으로도 기능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Noh & 

Jeong, 2011).

학생의 인터넷 독에 한 연구는 련 사회심리

 특성에 한 실태연구나 험요인에 한 탐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Kim, 2007; Kim & Lee, 2007; 

Park et al., 2006). 그러나 사회심리  건강문제에 

한 실천  개입 략의 마련을 해서는 험요인뿐

만 아니라 건강문제를 완충시켜  수 있는 보호요인

의 탐색이 강화되어야 함이 제시되고 있다(Kim,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  특성과 인터넷 독 사이에서 독

을 방해주는 인지  보호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제

시되고 있다(Choi et al., 2014; Jang & Choi, 

2012). 자아탄력성이란 스트 스 상황이나 역경 하에

서도 자아통제력을 발휘하여 행동이나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응하는 심리  특성으로 정의

된다(Block & Gjerde, 1990).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높은 스트 스 상황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  갈등 속에서도 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여 

인터넷 독의 유발 가능성을 낮추어  수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학생  청소년의 인터넷 독에 한  다른 선

행연구들은 인터넷 독과 높은 스트 스  그에 

한 처방식과의 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의 높은 스트 스 인지는 실 도피를 유발하고, 이

를 한 탈출구로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며 결국 독

과 같은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Young, 

1998). Lazarus와 Folkman (1984)은 스트 스가 

인간의 안녕을 하는 실제 인 심리  요인이 되기

도 하나 스트 스 자체 보다는 이에 한 처가 개인

의 안녕과 응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스트 스 상황에 한 처 유형은 개인의 자원을 

과한다고 평가되는 구체 인 내․외  요구들을 리

하기 해 지속 으로 변화하는 인지 , 행동 인 노력

이므로(Lazarus & Folkman, 1984), 어떠한 처 

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터넷 독과 같은 문제행

동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행동의 가능

성을 낮추어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는 것이다. 기존에 인터넷 독과 스트 스 반응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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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와의 련성은 매우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나(Kim, 2007; Kim & Lee, 2007; Park 

et al., 2006), 실제 이 스트 스에 한 극  스트

스 처 정도와의 련성 탐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트 스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

는 정서  경험이라고 가정해 볼 때, 스트 스 반응 자

체보다는 이에 한 극  스트 스 처와 인터넷 

독과의 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연구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에 해 Lee (2012)도 학생

의 인터넷 독에서 스트 스 처방식의 향력을 

악할 필요가 있음을 언 한 바 있어 본 연구의 필요성

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의 주요 유발 요

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울과 보호․완충 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는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와의 

련성 조사와 함께 학생 인터넷 독 경향에 한 이 

요인들의 상 인 향력을 규명해 보고자하며, 연구

의 개념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이는 학생 인터

넷 독에 한 경험  거의 축 뿐만 아니라 방 

 스크리닝 차원에서의 략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인터넷 독의 주요 유발 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는 우울과 보호․완충 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는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가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

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에 따

른 인터넷 독경향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 학생의 우울,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

와 인터넷 독경향과의 련성을 악한다.

∙ 학생의 우울,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

가 인터넷 독경향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표  모집단은 우리나라 학생이며 근  

모집단은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3개 시에 치한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이었다. 이들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 258명을 편의표

집 하 다. 본 연구 상자의 제외기 은 설문지를 이

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과  문제나 인지 장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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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다. G*power 3 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변

수 5개에 해 간의 효과크기(effect size) .15와 

검정력(power) .95, 유의수  .05로 하여 계산하 을 

때 정 표본 수는 160명이었고, 탈락률 20% 고려하

을 때 약 192명의 상자가 필요하 는데, 본 연구

의 상자 수는 이를 상회하 으므로 통계  분석을 

해 하 음을 알 수 있다. 258부의 질문지  응

답이 불완 한 질문지 14부를 제외한 후 최종 244부

를 분석에 이용하 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독 경향(Internet addiction tendency)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7)이 개발한 성인 인터

넷 사용 자가보고 척도(A척도)를 사용하 다. 이 A척

도는 인터넷 독에 한 자가진단에 동기화 되어 있

는 졸 이상의 20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재 자신의 인

터넷 사용에 한 평가에 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4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독 경향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Yoo와 

Shim (2002)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인 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

기심, 낙 성 등과 련된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응이 요구되는 스트

스 사건의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 이 이

의 상태로 회복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6 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3) 극  스트 스 처(Active stress coping) 

본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 (1985)가 개

발한 스트 스 처 체크리스트(Ways of coping 

checklist) 척도  문제 심 스트 스 처 15문항과 

조력추구 스트 스 처 6문항의 21문항을 사용하 으

며, Park과 Lee (1992)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 다. Kim (1987)은 요인분석

을 통해 Folkman과 Lazarus (1985)의 스트 스 

처척도를 극  스트 스 처와 소극  스트 스 

처로 구성하 고, 극  스트 스 처 역에 기존의 

문제 심 스트 스 처와 조력추구 스트 스 처가 

포함됨을 규명하 다. 극  스트 스 처의 각 문항

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4 으로 수

가 높을수록 스트 스 상황에 한 극  스트 스 

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Lee (1992)의 

연구에서 극  스트 스 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문제 심 

스트 스 처 하 척도가 .84, 조력추구 스트 스 

처 하 척도는 .62이었다.

4) 우울(Depression)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CES-D)를 Chun, Choi와 Yang (2001)이 한국 으

로 수정한 것을 활용하 다. 본 도구는 우울 정서, 

정  정서, 신체  하   인 계와 련된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해 지난 일주일 동

안 어떻게 느 는지를 ‘극히 드물게’ 1 부터 ‘거의 

부분’ 4 으로 측정하는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총 이 36  이상이면 

임상 으로 우울함을 의미한다(Radloff, 1977).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5)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인터넷 사용 련특성 

조사를 한 도구는 문헌고찰을 근거로 작성하 으며, 

간호학과 교수 2인의 내용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

다. 일반  특성은 성별, 학년, 연령, 학교성 , 월 소

득수 에 한  5문항이며, 이  학교성 은 학교 

입학 후 자신의 성 이 평균 상  몇 %에 해당되는지

를 체크하도록 하 다. 인터넷 사용 련특성은 주요 

인터넷 사용목 . 주말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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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일상

생활 지장정도, 인터넷 사용의 심각성 자가 인식에 

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으며, 연구책임자가 학과의 책임자와 자료 수집

할 상자가 참여하는 담당교과목 교수를 직 만나 연

구의 목 과 차를 상세히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한 조와 허락을 받았다. 한 교과목 학생 표를 

하여 자료수집에 한 공지를 사 에 하도록 조를 

구하 고, 상자들이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들과 연구자로

부터 자료수집방법에 해 교육받은 2명의 간호학과 

보건학 공 석사  이상의 연구보조자에 의해 이루어

졌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다. 연구 상자로 선

정된 학생에게는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익명과 

비 보장을 약속하 으며, 상자가 개인 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 응답하지 않아도 됨을 질문지 작

성 에 설명하 다. 한 연구 참여를 통해 시간  할

애를 통한 불편함 이외에 심각한 해요소는 없을 것

이며, 본 연구 참여를 통해 직  이득은 없으나, 향

후 본 연구 결과의 활용을 통해 학생의 인터넷 독 

련 재 로그램의 개발 등과 같은 간  이득이 

있음을 설명하 다. 한 질문지 완성 후 언제라도 연

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 고, 연구와 련이 없는 질문인 경우에도 성실

히 답변해 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윤리  측면을 최

한 고려하고자 노력하 다. 한 수집된 자료는 코드

화하여 입력하 고, 수집된 질문지는 연구책임자 연구

실의 잠 장치가 있는 일 캐비넷에 보 함으로써 연구

상자의 개인  정보가 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다. 자료 수집을 마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로 

필기도구 문구를 제공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 

 인터넷 독경향과 제 변수들에 한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itstics)을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

에 따른 인터넷 독경향 정도는 t-test, ANOVA  

Duncan 다  비교 검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인터넷 독경향과 제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을 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 다.

∙연구 상자의 인터넷 독경향 향변인과 향력을 

악하기 하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공선성 검증은 분산

팽창요인값(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과 

상태지수(condition index)를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

본 연구의 상자인 4년제 학생 244명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자  남학생은 49.2%

이었이며,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32.8%, 29.5%로 

학년이 고학년보다 많았다. 연령은 19-20세가 41.0%, 

22-24세가 40.6%로 부분 25세 미만이었다. 가족

의 월 평균 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51.6%로 가장 많

았고, 학교성 은 상  10-30% 사이가 34.8%로 가

장 많았다. 

인터넷 사용 련 특성으로 주말의 하루 평균 인터

넷 사용시간은 1-3시간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주  인터넷 이용 시간도 3시간미만이 51.6%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요 목 으로는 정보탐색

(51.6%)과 블로그 이용(21.7%)이 주를 이루었으며, 

상자의 반 정도(49.2%)는 인터넷 사용이 일상생

활을 방해한다고 답하 다. 그러나 자신의 인터넷 사

용문제에 한 자가 인식은 상자의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83.2%), ‘문제 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자는 1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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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Gender M 120(49.2) 40.88±9.20
 1.38   .167

F 124(50.8) 40.20±8.37

School grade 1
st
 yr  80(32.8) 39.94±8.73

 2.54   .057
2

nd
 yr  72(29.5) 40.79±9.14

3
rd
 yr  53(21.7) 39.17±7.71

4
th
 yr  39(16.0) 43.87±9.38

Age (yrs) ≤20 100(41.0) 39.77±8.77

 1.13   .32521-24  99(40.6) 41.45±8.65

25≤  45(18.4) 41.49±8.95

Academic grade (%) <10  54(22.1) 41.04±9.49

 0.56   .693
10≤  <30  85(34.8) 41.08±7.46

30≤  <50  80(32.8) 39.78±9.36

50≤  25(10.3) 41.35±9.67

Monthly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3  23( 9.4) 40.00±7.48

 0.97   .410
3≤  <4  47(19.3) 41.75±8.86

4≤  <5  48(19.7) 41.71±7.41

5≤ 126(51.6) 39.73±9.41

Duration of internet use

in weekend (hours) ϯ
< 1  41(16.8) 32.56±8.62 

a

27.63

(a<b<c)
 <.001

1≤  <3 111(45.5) 39.53±7.23 b

3≤  <6  82(33.6) 45.27±7.60 c

6 ≤  10( 4.1) 45.50±7.47 
c

Duration of internet use

 in weekdays (hours)

< 3 126(51.6) 40.16±8.42

 0.74   .4803-6 106(43.5) 40.66±9.44

6 <  12( 4.9) 43.33±5.80

Purposes of internet use ϯ Game  28(11.5) 42.64±9.06 a

 3.01

(a>b)
  .019

Chatting  12( 4.9) 32.75±7.41 b

Seeking information 126(51.6) 40.35±8.90 
a

Blog  53(21.7) 41.28±7.64 
a

Others  25(10.3) 41.24±9.27 
a

Degree of interference with 

daily living ϯ
Very much  28(11.5) 45.75±9.07 

a

17.81

(a>b>c)
 <.001

Somewhat  92(37.7) 43.34±7.64 a

Not much  84(34.4) 38.80±7.30 b

Not at all  40(16.4) 34.08±9.26 
c

Self-perception of the 

internet use 
ϯ

Healthy use  69(28.3) 35.38±8.51 
a

29.52

(a<b<c)
 <.001No problem 134(54.9) 41.16±8.22 

b

Serious  41(16.8) 47.15±5.28 
c

ϯ : showed group difference by Duncan test

2.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경향 정도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경향 정도는 주말 인터넷 사용 

시간(F=27.63, p<.001), 인터넷 사용의 주요 목

(F=3.01, p=.019), 인터넷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도(F=17.81, p<.001), 인터넷 사용에 한 자가 

인식(F=29.5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1).

주말 평균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서는 6시간이상

(M=45.50)과 3시간이상 6시간미만(M=45.27)이 1

시간이상 3시간미만(M=39.53)과 1시간미만(M=32.56)

의 경우보다 인터넷 독경향 수가 높았다. 인터넷 사

용의 주요 목 에 해서는 게임(M=42.64)이나 블로

그(M=41.28) 이용을 목 으로 하는 상자가 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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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s Mean±SD Item mean±SD Rang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40.53±8.77 2.02±0.44 20 - 63

Ego-resilience 48.44±6.79 3.46±0.49 31 - 68

Active stress coping (total) 51.45±7.74 2.45±0.38 60 -130

     Problem focused 36.89±6.32 2.46±0.42 15 - 62

     Social support seeking 14.83±2.79 2.47±0.46  7 - 21

Depression 37.45±9.68 1.87±0.48 21 - 75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IAT Ego-resiliency
Problem focused 

coping

Social support 

seeking
Depression

IAT -

Ego-resilience -.09 -

Problem focused coping  -.14 
*

 .41 
**

-

Social support seeking  -.21 
**

 .18 
**

   .37 
**

-

Depression   .29 
***

-.33 
**

-.12 .16 
*

-
*p<.05,   **p<.01,   ***p<.001,    IAT: internet addiction tendency

목 으로 하는 상자(M=32.75)보다 인터넷 독경향 

수가 높았다. 일상생활 지장정도는 ‘매우(M=45.75) 

는 약간 지장 있음(M=43.34)’으로 인지하는 경우

에서 ‘거의 지장 없음(M=38.80)’이나 ‘  없음

(M=34.08)’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독경향 수가 

높았다. 인터넷 사용에 한 자가 인식에 해서는 ‘문

제 있음(M=47.15)’으로 인식하는 상자에서 ‘특별한 

문제없음(M=41.16)’ 는 ‘건강한 사용자(M=35.38)’

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독경향 수가 높았다.

3. 인터넷 독경향,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  우울 정도

본 연구 상자의 인터넷 독경향과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  우울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은 총 4  만 에 평균 2.02 

(±0.44) 이었다. 자아탄력성은 총 5  만 에 평균 

3.46(±0.49) 이었으며, 극  스트 스 처 정도

는 총 4  만 에 평균 2.45(±0.38) 이었다.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인 문제 심 스트 스 처

는 평균 2.46(±0.42) 이었고 조력추구 스트 스 

처는 평균 2.47(±0.46) 이었다. 우울은 총 4  만

에 평균 1.87(±0.48) 으로 나타났다.

4. 인터넷 독경향과 제 변수들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 정도는 우울

과 순 상 계가 있었으나(r=.29, p<.001), 자아탄

력성(r=-.09, p=.143)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독경향 정도는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인 문제 심 스트

스 처(r=-.14, p=.035)  조력추구 스트 스 

처(r=-.21, p=.034)와는 역 상 계를 나타냈다

(Table 3).

5. 인터넷 독경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 향요인을 확인하기 하

여 본 연구의 주요 련 독립변수(우울,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인 문제 심 스트

스 처  조력추구 스트 스 처)와 인터넷 사용특

성  유의한 상 계를 보인 변수  인터넷 사용목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인터넷 사용특성  주말 인터넷 사용 시간, 일상생활 

지장 정도, 인터넷 사용에 한 자가 인식의 변수도 인

터넷 독경향 정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나, 이 

변수들은 인터넷 독경향 측정 문항에 이미 포함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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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Variables B S.E. β
Partial 

R2

Cumm. 

R2 t F

Depression  0.225 0.555 0.244 0.084 0.084 22.15
**

11.48
**

Purposes of internet use (chatting)ϯ -3.801 1.202 -0.191 0.040 0.124 11.02**

Problem focused coping -0.261 0.094 -0.170 0.027 0.151  7.72**

**p<.01,   ϯ : dummy base - Purposes of internet use (others)

용으로 복된 문항으로 단하여 회귀분석의 독립변

인으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인터넷 사용목 은 명

목척도이므로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한 후 

투입하 다. 다 회귀분석 실시  다 공선성을 검증

한 결과 분산팽창요인값(VIF)은 1.26～2.96으로 모

두 10을 넘지 않았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도 

1.000～20.463으로 30 이하의 값을 보여 다 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 공선성 검  후 잔차분

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상자의 Cook’s D의 값이 

0.1 이하로 나타나 244명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 고,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정하여 모형의 합성을 확인

하 다(F=11.48, p<.001).  

다 회귀분석결과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에 해 

우울이 8.4%(β=.24, p<.001)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사용목 (채 )이 4% 

(β=-.19, p<.001), 문제 심 스트 스 처가 2.7% 

(β=-.17, p<.001)를 설명하여 이들 변수로 총 

1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인터넷 독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주요 사용목 이 채 일수록, 문

제 심 스트 스 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인터넷 독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독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는 심리  요인인 우울과 보호·완충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아탄력성과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인 조력추구  문제 심 스트 스 처와의 

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  학생의 인터넷 독

경향 련변인을 악함으로써 효과 인 방  재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상자인 학생의 인터넷 독 경향 정도

는 4  만 에 평균 2.02 으로 비교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한 Shim (2008)의 연구 2.51 보다는 낮고 

Nam (2009)의 연구 1.76  보다는 높은 결과로, 본 

연구를 포함한 의 선행 연구들에서 모두 학생의 

인터넷 독 경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학생이 인터넷 독의 

고 험 집단임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오히

려 인터넷 독의 독군과 고 험군의 분류를 통한 

개별 인 재가 필요한 결과임을 시사할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군과 고 험 집단군

의 분류 후 그에 따른 향 요인을 개별 으로 탐색하

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경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사용목 , 일상생활 지장 

정도, 인터넷 사용에 한 자가 인식  주말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인터넷 독 경향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사용 목 이 채 보다는 주

로 게임이나 블로그 이용 집단이 인터넷 독 경향의 

수가 높게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특히 채  

그룹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인터넷 독경향을 

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게임이나 블로그 같

은 오락  목 을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군이 독

의 경향이 높다는 은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밝 진

바 있으며(Oh, 2007), Yan, Li와 Sui (2014)의 연

구에서도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독 경향 수가 높

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게임은 인터

넷의 다른 사용 목  즉, 채 보다는 독  성향이 높

기 때문에(Young, 1998), 자연스럽게 목 한 시간보

다 과되는 인터넷 사용 결과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학업이나 업무 등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가 높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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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목 과 

련된 조사 결과  여겨 볼 은 ‘기타’의 군도 

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 비록 인터넷 

독 경향이 게임군 수 보다는 높지는 않았으나 블

로그 이용자와 유사한 수를 보여 학생들이 본 연

구에서 조사한 항목 이외에 어떤 목 을 해 인터넷

을 활용하는지를 탐색하고 이에 한 험성 여부를 

재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그룹이 

그 미만의 그룹들보다 인터넷 독경향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의 활용이 게임과 같은 

오락성 활동보다는 학업과 련된 활동이 많을 주 의 

인터넷 이용이 아닌 주말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측정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상자의 인터넷 독경향과의 

련성을 신뢰롭게 증명하 다는 결론을 신 히 내려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상으

로 조사한 Kim과 Kim (2010)의 연구와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Choi와 Ha (2011)의 연구에서도 인터

넷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성과 독 정도가 

증가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인

터넷 사용 빈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의존성이 

커지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에 인터넷을 먼  검

색하는 등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며 

인터넷 이용에 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 계 문제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고립된 생활

을 즐기게 되어 이로 인해 다시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Choi & 

Ha, 2011).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터넷 독 방을 한 한 가지 방법으로 

주말에 인터넷 이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는 

재 략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 Yan 등(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에 해 스스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군이 독 경향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 상자들이 이를 조 하거나 단하지 못하고 문제

성 있는 인터넷 사용을 지속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이나 약물 독과 마찬가

지로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의 자가 인식 보고만으로도 

문제성 있는 인터넷 독 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타

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생의 인터넷 독 경향과의 

련성을 탐색한 주요 변수  자아탄력성은 인터넷 

독 경향과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독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

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Bak (2013)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향후 반복

인 탐색을 통해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상자들의 인터넷 독경향의 

평  자체가 낮아 자아탄력성의 개입 정도가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아탄력성은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독 유발과 한 련이 있는 심리  요인인 우울, 불

안, 충동성을 조 해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Bak, 

2013). 그러나 본 연구 상자의 인터넷 독경향 수 

자체가 낮아 거의 정상 인터넷 사용자들의 집단으로 

이를 변별력 있게 상 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Choi 등(2014)의 연

구에서도 체 연구 상자의 인터넷 독경향 수와 

자아탄력성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부  

계를 보고하 으나, 이를 고 험군, 잠재군, 일반군

으로 분류하여 심층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개입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해 

Choi 등(2014)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독경향과 자아

탄력성과의 이러한 계에 해 이것이 학생만의 특

성인지 아니면 인터넷 독경향이 심하지 않은 집단들

이 많기 때문인지를 향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 경향

에 해 군별로 분류하여 이를 각각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상자를 표집하여 반복 인 조사를 할 것

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인터넷 독 경향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향력을 악하기 해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 우울, 인터넷 사용목 (채 )  극  스

트 스 처 유형  문제 심 스트 스 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측 요인임이 밝 졌다. 인터넷 사용 

목 과 인터넷 독 경향과의 련성은 앞서 논의하

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우울과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인 문제 심 스트 스 처를 심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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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우선 우울은 높은 인터넷 독 경향을 

측할 수 있는 가장 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

는데 Noh와 Jeong (2011)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인터넷 독의 요한 향요인이라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통하며,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인터넷 독 련 연구에서도 우울이 향력 

있는 변인임이 증명된바 있다(June, Sohn, So, Yi, 

& Park, 2007; Ryu, Choi, Seo, & Nam, 2004). 

Young (1998)도 병리  인터넷 사용과 우울은 매우 

높은 상 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울한 사람은 일반

으로 낮은 자존감과 거 에 한 두려움, 승인 받고자 

하는 욕구는 크지만 실생활에서 이를 충족할 정도의 

인 계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라

는 가상  상황에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여 

병리  인터넷 사용을 더욱 진시킨다고 하 다. 한 

우울한 사람은 자기도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Noh 

& Jeong, 2011), 인터넷이라는 가상 상황에 빠질 

험성도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한 인터넷 독 방  치

료  략 개발 시 건 한 인터넷사용에 한 가이드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우울정도를 사정하여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재 략의 동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  문

제 심 스트 스 처도 낮은 인터넷 독 경향을 

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Lee (2004)도 학생

을 상으로 인터넷 독군과 비 독군의 스트 스 

처양상을 비교한 결과 인터넷 독군에서 문제 심과 

조력추구 심의 극  스트 스 처 수는 낮은 

반면 정서완화  소망  사고 심의 소극  스트

스 처 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하고 있다.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인 문제

심 스트 스 처란 자신이 직면한 스트 스원이나 

문제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리하는데 련된 문제

해결 노력들과 정보 추구 활동  행동 략에 을 

두는 방법을 의미한다(Folkman & Lazarus, 1985). 

따라서 문제 심 스트 스 처 략을 활용하는 사람

은 자신에게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회피하기 보

다는 환경에 을 두어 환경  압력이나 장애를 극

복하기 한 활동 략 수립을 해 노력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5). 

와 같은 이론  주장에 근거해 생각해 볼 때, 본 연

구의 이러한 결과는 문제 심 스트 스 처 략을 사

용하는 학생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 스 발생시 이

를 회피하기 한 수단, 즉 소극  스트 스 처의 한 

가지 방식으로 과도하게 인터넷에 몰입하기보다는 반

로 스트 스 문제 극복을 한 실  안과 략

을 세울 것이라는 가설의 설정을 가능하도록 해 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인터넷 독 방을 

한 재 로그램의 수립시 스트 스 상황 하에서 

스트 스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활

동계획을 세워야 할지에 한 문제 심 스트 스 처

략 수립에 한 안내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연구의 의의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제한 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

화의 제한이다. 즉 일부 지방도시의 4년제 학생을 

편의표출 하 기에 본 연구결과를 확  일반화하는 것

은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낮은 설명력이다. 

즉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에 우울을 비롯한 인터넷 

사용목 과 문제 심 스트 스 처가 유의한 측변

인으로는 확인되었으나, 이들의 총 설명 변량은 15.1%

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외의 다른 어

떤 변인들이 향을 미치는지에 한 포  탐색을 

제한한다. 셋째, 극  스트 스의 하 역인 조력추

구 처 척도의 .615의 낮은 Cronbach’s alpha 값이

다. 이는 조력추구 처 척도의 문항수가 6문항으로 비

교  은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향후 연구에

서는 좀 더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의 용과 분석을 제

안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인터넷 독의 주요 

심리  유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울과 보호·완충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아탄력성, 극  스트 스 

처와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학생의 

인터넷 독경향에 향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울, 

인터넷 사용목   극  스트 스 처의 하 역

인 문제 심 스트 스 처가 유의한 측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학생을 한 인터넷 독 방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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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재 략의 개발 시 그들의 우울을 완화하고 

스트 스 상황에서 게임 등과 같은 오락  스트 스 

처방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재의 우울이나 스트

스를 유발하는 문제 해결 심의 극  처 방안을 

가이드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간호학  의의를 지닌다. 첫

째, 실무  정책  측면에서는 학생 인터넷 독 

방을 한 로그램의 내용 개발 시 우울이나 문제

심 스트 스 처 략 증진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밝

주었다는 이다. 둘째, 연구 측면에서 학생 인터넷

독 방을 한 보호, 완충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나 

극  스트 스 처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

에도 다른 보호, 완충 변인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다.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학생들의 인터넷 독 방을 한 방법으로 주

말에 인터넷 이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는 재

략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인터넷 독경향의 정도

별로 그룹을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상자를 표집하여 반복 인 조사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학생의 인터넷 독 방을 한 재 로그

램의 수립시 스트 스 상황 하에서 스트 스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활동계획을 세워야 

할지에 한 문제 심 스트 스 처 략 수립에 한 

안내를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학생을 한 인

터넷 독 방  치료  략 개발 시 건 한 인터넷

사용에 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우울정도를 

사정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재 략을 동시에 

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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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Active Stress 

Coping o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Won Oak Oh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Hyunjeong Shi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Purpose: The prevalence of problematic internet usage among college students is a cause 

for concern. There is a lack of study examining influences of cognitive protecting or buffering 

factor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ces of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active stress coping o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AT)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13. A convenience 

sample of 244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Ego-resiliency 

Scale, Ways of Coping Checklist,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and 

Self-report Scale for Internet Us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We found tha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IAT. However, an inverse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active stress coping 

and IAT. Students who mainly used the internet for chatting showed lower levels of IAT 

than those who used the internet for games or blogs. These factors explained 15.1% of the 

variance in IAT of college students.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are important factors for evaluation whe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argeting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tendency, College students, Depression, Ego-resilience, Co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