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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은 국제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

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어드레스 공간들이 서로 논리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들이다 인터넷은 상호작.

용성 탈대중성 비동시성 연결성 디지털성 멀티미디어 등의, , , , ,

전통적 매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허은(

실과 이경혜 라디오 신문과 더불어 대 대중매체, 2003), TV, , 4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KOBACO, 2001).

년 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천2001 12 55.6%(2 4

백만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세의 인터넷) , 9-10

이용률은 였다93.3%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02).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이

용률은 에 이르고 있다허은실과 이경혜98.1% ( , 2003).

이렇듯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 보급속

도와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 또한 세계 위로 집계되면서 과1

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의해 현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나 인터넷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거나 현실

세계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가 가상공간에서의 표면적인 관계

로 대치되는 것 또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이’ ‘

현저히 약하고 사용을 금지할 경우 심리적 혼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상태 등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형태의 중독 현상’

을 지칭한다이석범 등( , 2001).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용어 사용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

는데 인터넷 중독장애 병리적 인, (internet addiction disorder), 터넷

사용 강박적 인터넷 장애(pathologic internet use), (compulsive

인터넷 중독 컴퓨터 및 가상internet use), (internet addiction),

공간 중독 인터넷 의존(internet and cyberspace addic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웅장(internet dependence) ( , 2002;

Greenfield, 1999; Goldberg, 1995; Scher & Bost, 1997; Suler,

1996; Young, 1996).

한국청소년상담원김진숙 등 의 조사 결과 초중( , 2000)

고생의 남학생 여학생 이명수 등 의29%( 39.9%, 17.8%), (2001)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가 인터넷 중독성향을 보이는 것33.4%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심할 경우 개인은 가상 공간. ,

에서만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

안 초조 등의 금단 증상까지 경험한다고 한다김웅장, ( , 2002;

Brenner, 1997; Scher & Bost, 1997).

얼굴을 맞대지 않은채 익명의 사용자가 되는 것을 허용받

는 인터넷 공간은 대인관계가 적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대, ,

체로 수줍어하고 우울한 경향을 가진 남자들이 자주 찾게 됨,

으로써 인터넷 중독이라는 병적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이석(

범 등 이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실제 생활속에서, 2001).

보다 좀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게임이나 대화방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보상감 또한 받게

된다 선진국에 비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Griffiths, 1997).

매우 부족하고 입시위주의 과중한 학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 비율,

은 선진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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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점차 연소화 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하여 앞으로 인터넷 사용의 주된 연령층

이 될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기대6

및 이들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6

인터넷 기대 정도 및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인터넷 기대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 경기도와 충2003 6 16 7 12

청도에 위치한 개 초등학교 학년 학생 중 월 회 이상 인4 6 ‘ 1

터넷을 이용하는 자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410

부 중 기재가 불성실한 부를 제외한 부 를 분410 13 397 (98.8%)

석하였다.

연구도구
인터넷 중독•

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척도Young(1998) ‘ (Internet Addiction

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강Scale : IAS)’ .

박적 행동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부진 일상생활의 장애 대, , , ,

인관계의 문제 정서상의 변화등을 측정한다 총 문항으로, . 20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점에서 점까지의 점 척도로 점, 1 5 5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점까지 평균적인Young(1998) 20-39

온라인 이용자라고 하였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점에서 점까지를 인터넷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 40 69

는 중독 위험군으로서 이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중. 70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장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88 .α

인터넷 기대•

청소년의 인터넷 기대 즉 인터넷을 사용한 후 경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시형 등 이(2000)

개발한 인터넷 기대 척도를 오현화 가 수정하여 사용한‘ ’ (2002)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갈등해소 자신감 획득 인간12 . , ,

관계 증진 정보화 획득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

각 문항은 점에서 점까지의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1 4 4

인터넷 기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76 .α

자기효능감•

등 에 의해 개발된 자기효능감 척도Sherer (1982) (Self-

중 오현수 가 번안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Efficacy) (1993)

를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의(General Self-Efficacy Scale)

문장으로 재구성한 후 응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충북의 일개 초등학교 학년생 명을 대상으로 예4,5,6 80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적된 문항에 대해 수정 보. ,

완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문항 점 척도로 이 중 부정적인 문17 5

항 개는 역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최저 점에서 최고 점10 17 85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전조사에 의한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으나Cronbach's .66α

본 연구에서의 이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80 .α

자료분석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SPSS program .

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자기효능감. , ,

점수는 를 이용하였고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및 자t-test , ,

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로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이 였으며 형제자매56.9%, 43.1%

유무에 있어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였다90.9% .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였으며 부모님이 자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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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였다 부모97.0% .

님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학생은 였고 부모님77.8% ,

이 공부를 강요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였다 학교생활이72.3% .

싫다고 응답한 학생은 였고 과외학습을 하기 싫다고 응31.2% ,

답한 경우는 였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50.1% .

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응97.2% ,

답한 경우는 였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고 응답한35.8% .

학생은 였다 표71.8% < 1>.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여

226( 56.9)

171( 43.1)

형제자매 유
무

361( 90.9)

36( 9.1)

어머니 직업 유
무

225( 56.7)

172( 43.3)

부모의 관심 유
무

385( 97.0)

12( 3.0)

부모와의 대화 잦은 편
드문 편

309( 77.8)

88( 22.2)

부모의 공부 강요 유
무

287( 72.3)

110( 27.7)

학교생활 혐오 유
무

124( 31.2)

273( 68.8)

과외학습 혐오 유
무

199( 50.1)

198( 49.9)

친한 친구 유
무

386( 97.2)

11( 2.8)

친구들간의 인기 유
무

142( 35.8)

255( 64.2)

친구 사귀기 쉽다
어렵다

285( 71.8)

112( 28.2)

계 397(10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점 만점에100

평균 표준편차 이었다 인터넷 평균이용자는20.7( 14.76) .

명 위험군은 명 중독군은 명이었87.2%(346 ), 12.6%(50 ), 0.3%(1 )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점수를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유무에 있어 부모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으로 두20.4, 30.3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이 싫다(p=.022).

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25.1, 18.6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과외학습에 대한 혐오유(p=.000),

무에 있어 과외학습이 싫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23.9,

경우 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17.4 (p=.000).

따른 인터넷 중독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이 였으며21.8, 19.2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형제자매 유무에(p=.074).

있어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없다고 응답한20.6,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1.1 (p=.856).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있어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 유20.7, 20.6

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님과의 대화정도에 있어 대(p=.907).

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드문 편이라고20.1,

응답한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2.8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강요유무에 있어 부모님이 공(p=.189).

부를 강요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21.5,

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한 친구유18.5 (p=.076).

무에 있어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었고 친한20.6 ,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22.0

이가 없었다 친구들간의 인기유무에 있어 친구들에게(p=.760).

인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22.4,

이었으며 이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9.7 (p=.075).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고 응답한 경우 친구를 사귀는20.3,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으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21.6

없었다 표(p=.440)< 2>.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점수< 2>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
여

226( 56.9)

171( 43.1)

21.8±15.75

19.2±13.23

1.79 .074

형제자매 유
무

361( 90.9)

36( 9.1)

20.6±14.89

21.1±13.57

-.18 .856

어머니 직업 유
무

225( 56.7)

172( 43.3)

20.7±14.48

20.6±15.16

.12 .907

부모의 관심 유
무

385( 97.0)

12( 3.0)

20.4±14.69

30.3±14.33

-2.30 .022*

부모와의 대화 잦은 편
드문 편

309( 77.8)

88( 22.2)

20.1±13.78

22.8±17.71

-1.32 .189

부모의 공부
강요

유
무

287( 72.3)

110( 27.7)

21.5±15.09

18.5±13.68

1.78 .076

학교생활 혐오 유
무

124( 31.2)

273( 68.8)

25.1±15.61

18.6±13.92

4.15 .000***

과외학습 혐오 유
무

199( 50.1)

198( 49.9)

23.9±15.54

17.4±13.18

4.50 .000***

친한 친구 유
무

386( 97.2)

11( 2.8)

20.6±14.76

22.0±15.17

-.31 .760

친구들간의
인기

유
무

142( 35.8)

255( 64.2)

22.4±15.77

19.7±14.10

1.78 .075

친구 사귀기 쉽다
어렵다

285( 71.8)

112( 28.2)

20.3±14.64

21.6±15.08

-.77 .440

계 397(100.0) 20.7±14.7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기대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기대 점수는 점 만점에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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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27.1( 5.22) .

기대 점수를 살펴보면 친구들간의 인기유무에 있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29.3,

였으며 이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25.9 (p=.000).

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고 응답한 경우 친구를 사귀는27.7,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25.7

있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점수는 남학생이(p=.000).

여학생이 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7.0, 27.2

형제자매 유무에 있어서는 형제자매가 있다고(p=.701).

응답한 경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27.1, 26.7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있어 어(p=.625).

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26.8,

경우 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27.5 (p=.203).

신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여부에 있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로 동일하27.1

게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대화정도에 있어 대화를 자주 나누.

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드문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27.3,

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부에26.5 (p=.248).

대한 부모님의 강요유무에 있어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으로 두군간에 유27.0, 27.3

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이 싫다고 응답한 경우(p=.669).

그렇지 않은 경우 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27.5, 26.9

없었다 과외학습에 대한 혐오유무에 있어 과외하는(p=.323).

것이 싫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로 두군27.4, 26.8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한 친구유무에 있어 친(p=.274).

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었고 친한 친구가 없다27.1 ,

고 응답한 경우 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6.5

표(p=.67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점 만점에 평85

균 표준편차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55.8( 8.41) .

감 점수는 부모님과의 대화정도에 있어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었으며56.4, 53.8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부에 대한 부모님(p=.009).

의 강요유무에 있어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한다고 응답한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 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55.2, 57.5

었다 학교생활이 싫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p=.013). 53.1,

않은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57.0

과외학습에 대한 혐오유무에 있어 과외하는 것이 싫(p=.000).

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으로 두군간에54.0, 57.6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한 친구유무에 있어 친한 친(p=.000).

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었고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56.0 ,

답한 경우 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48.9

친구들간의 인기유무에 있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p=.006).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기대점수< 3>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
여

226(56.9)

171(43.1)

27.0±5.26

27.2±5.17

-.38 .701

형제자매 유
무

361(90.9)

36( 9.1)

27.1±5.24

26.7±4.98

.49 .625

어머니 직업 유
무

225(56.7)

172(43.3)

26.8±5.06

27.5±5.41

-1.28 .203

부모의 관심 유
무

385(97.0)

12( 3.0)

27.1±5.20

27.1±6.04

.01 .991

부모와의
대화

잦은 편
드문 편

309(77.8)

88(22.2)

27.3±5.29

26.5±4.92

1.16 .248

부모의 공부
강요

유
무

287(72.3)

110(27.7)

27.0±5.28

27.3±5.06

-.43 .669

학교생활
혐오

유
무

124(31.2)

273(68.8)

27.5±5.76

26.9±4.95

.99 .323

과외학습
혐오

유
무

199(50.1)

198(49.9)

27.4±5.10

26.8±5.32

1.10 .274

친한 친구 유
무

386(97.2)

11( 2.8)

27.1±5.19

26.5±6.22

.42 .677

친구들간의
인기

유
무

142(35.8)

255(64.2)

29.3±5.23

25.9±4.81

6.54 .000***

친구 사귀기 쉽다
어렵다

285(71.8)

112(28.2)

27.7±5.08

25.7±5.29

3.52 .000***

계 397(100.0) 27.1±5.22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 4>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
여

226(56.9)

171(43.1)

55.8±8.83

55.8±7.85

-.09 .929

형제자매 유
무

361(90.9)

36( 9.1)

55.8±8.39

56.2±8.72

-.28 .783

어머니 직업 유
무

225(56.7)

172(43.3)

55.6±8.42

56.1±8.42

-.57 .567

부모의 관심 유
무

385(97.0)

12( 3.0)

55.9±8.35

53.8±10.4

.82 .412

부모와의 대화 잦은 편
드문 편

309(77.8)

88(22.2)

56.4±8.32

53.8±8.45

2.61 .009**

부모의 공부 강요 유
무

287(72.3)

110(27.7)

55.2±8.30

57.5±8.50

-2.49 .013*

학교생활 혐오 유
무

124(31.2)

273(68.8)

53.1±8.20

57.0±8.23

-4.41 .000***

과외학습 혐오 유
무

199(50.1)

198(49.9)

54.0±7.90

57.6±8.54

-4.36 .000***

친한 친구 유
무

386(97.2)

11( 2.8)

56.0±8.29

48.9±9.94

2.78 .006**

친구들간의 인기 유
무

142(35.8)

255(64.2)

58.8±8.34

54.1±8.00

5.45 .000***

친구 사귀기 유
무

285(71.8)

112(28.2)

56.9±8.49

53.1±7.58

4.12 .000***

계 397(100.0) 55.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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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이었58.8, 54.1

으며 이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구를 사(p=.000).

귀는 것이 쉽다고 응답한 경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56.9,

렵다고 응답한 경우 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53.1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p=.000).

두 로 동일하였다 형제자매 유무에 있어서는 형제자55.8 .

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 였으55.8, 56.2

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유(p=.783).

무에 있어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직업을 갖고55.6,

있지 않은 경우 이었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6.1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유무에 있어 자신에게 관(p=.567).

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55.9, 53.8

었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p=.412)< 4>.

자기효능감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간의, ,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241,

가 있었고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기대 간에는 정적p=.000) ,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터넷 기대감과 자기효(r=.300, p=.000),

능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r=.141, p=.005)< 5>.

표 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 자기효능감 간의< 5> , ,
상관관계
변수 자기효능감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r=-.241(p=.000) r= .300(p=.000)

인터넷 기대 r= .141(p=.005)

논 의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편의를 얻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심각한 부작용도 겪게

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터넷 중독을 들 수 있다. .

인터넷 중독은 자제력의 상실 사회적 고립 가정불화 학업실, , ,

패 과도한 재정적인 빚 실직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

고 하였으며이석범 등 인터넷 사용자의( , 2001; Young, 1997),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Brenner, 1997) . Korea Network Information

의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를 월 회 이상Center(2002) ‘ 1

이용자로 정의하였을 때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년에’ 2000

에서 년 월에는 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크게51.8% 2001 12 88.4% ,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였다허은실( ,

이경혜 이렇듯 성장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 2003).

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으로 이행할 확률도 높아지

게 되었다 인터넷 중독이 시간관리의 실패 수면감소 식사거. , ,

르기 등 적어도 개의 역할수행에서의 장애를 경험하게 한10

다는 의 연구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인터넷Brenner(1997)

중독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주요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평균 로20.7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들김웅장( , 2002;

오원옥 에서 나타난 과 에 비해 낮은 점수였, 2003) 41.38 56.70

다 이렇게 인터넷 중독 점수가 중고교생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난 이유는 초등학교 학년 시기가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나6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가 아닌,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

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명였12.6%(50 )

고 중독군은 명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교 학생들을, 0.3%(1 ) .

대상으로 이석범 등 의 연구결과에서 위험군(2001) 32.6%(350

명 중독군 명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9%(31 ), 1

한 김웅장 의 연구에서 위험군 명 중독군(2002) 90.7%(511 ),

명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원옥 의14.6%(82 ), (2003)

연구에서 위험군 및 중독군이 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27.3%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학년이 올라갈.

수록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나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초등학교 학년생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터넷 사용 빈도가 고6

학년의 수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인터넷 중독 비율 또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

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여학생은 로 남녀의 차이가21.8, 19.2

없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인터.

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김진숙 등 이명수( , 2000;

등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에 있어 남녀의, 2001).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점차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특히.

인터넷 사용률이 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배 이상1999 2

많았으나 년에 와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한 한2001

국인터넷정보센터 의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여학생들의(2001) ,

인터넷 중독 성향의 속도가 남학생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인터넷 중독 점수는 학교생활이 싫다.

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25.1,

경우 으로 두군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과18.6 .

외학습이 싫다고 응답한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점수가 그23.9,

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로 두군간에 매우 유의17.4

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활동.

이 적고 자존감이 낮은 대 남학생에게서 많다는 보고와 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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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Hybels, 1995).

거나 친구를 쉽게 사귀기 어려운 성격을 소유한 경우 학교생

활이나 과외학습과 같은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에는 적응하

기 어렵지만 익명성을 제공받는 가상공간에서는 자신감을 가

질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보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인(Griffiths, 1997),

터넷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심리적으로. ,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습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신만

의 공간에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므로 인터

넷은 이들에게 있어 매우 환상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가 다행히도 평.

균 이용자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들의 연령이 세 전후라는13

점을 생각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흥미가 결핍,

될 경우 앞으로 다변화될 미래 사회에서 이들의 인터넷 중독,

률은 현재 중고교 학생들에 비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교생활에 순조롭.

게 적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

교 관계자들의 관심있는 지도와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점수는 친구들간에 인기

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29.3,

학생의 경우 였으며 이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25.9

다 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로 두군간에 유27.7, 25.7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석범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 (2001)

넷 사용초기에는 대인관계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인터넷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

기대 점수가 높은 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

을 것이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자기효능감이 증,

진되어 인터넷 기대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친구를 보다 쉽게

사귀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또한 높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강요가,

없는 경우 학교생활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과외학습이 좋다, ,

고 응답한 경우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친구들간, ,

에 인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이 비해 자기효능감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은 자기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김은애 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본분인( , 2000) .

학업을 위해 학교에 즐겁게 다니는 것 학업을 향상시키기 위,

해 과외학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친한 친구가 있다,

는 것 자신의 또래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효능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산출하기 어렵고 자신을 둘,

러싼 타인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상황하에서 보다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부.

모님과의 잦은 대화나 친밀한 친구의 존재 원만한 교우관계,

의 형성 및 그들로부터의 지지는 자신이 취할 행동에 대한

확신을 더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대와 인터넷 중독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터넷에 대한 기대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이익을 얻

고자 하는 마음이 큰만큼 인터넷의 사용빈도 또한 높을 것으

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허은실과. 4,5,6

이경혜 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목적(2003)

은 게임 사교생활 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 ’(39.0%), ‘ ’(34.3%)

면 자료검색 의 비율은 낮아 주로 오락추구와 인간관‘ ’(15.0%)

계 형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게임과 사교생활 모두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매우 관심있.

는 주제이지만 지나치게 흥미위주의 게임이나 사교생활을 즐

길 목적으로 장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터

넷 중독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그리6

고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로 만족스런 정보를 제공받게 되

는지에 관하여 가족과 교사들 모두가 수시로 파악하여 이들

이 한 가지 사이트에 몰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인터

넷 중독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자기효능감 개념은 간호실무 영역에서 건강행위의 강한

예측인자로서 고려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만성적 건강문.

제로 자기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를 증진시키

는 매개변수로서 행위의 선택과 지속 그리고 행위의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구미옥 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 , 1994) .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건강한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적

극적이영휘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 1995) .

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아효능감이 높

은 경우 인터넷 사용 빈도 혹은 사용시간 등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불건전한 습관들을 스스로가 조절해 나갈 수 있으므

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성6

향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으나 부모님의 관심여부에 따라 인

터넷 중독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야말로 자녀가 인터

넷 중독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고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기대에 있어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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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기나 교우관계 형성의 용이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

음을 볼 때 학령기 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에 관한 지도가 가

정과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져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 경기도와 충2003 6 16 7 12

청도에 위치한 개 초등학교 학년 학생 명을 대상으로4 6 397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기대 및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평균 이었다 인터넷 위20.7 .∙

험군은 명 중독군은 명이었다 일반적 특12.6%(50 ), 0.3%(1 ) .

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점수는 부모님의 관심이 없다고 생

각하는 경우 학교생활을 싫어하는 경우(p=.022), (p=.000),

과외학습을 싫어하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p=.000)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터넷 기대 점수는 평균 이었다 일반적 특27.1 .∙

성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점수는 친구들간에 인기가 있는

경우 친구를 쉽게 사귀는 경우 가 그렇지(p=.000), (p=.000)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이었다 일반적 특55.8 .∙

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는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

는 경우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강요가 없는 경우(p=.009),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경우 과외학습을(p=.013), (p=.000),

좋아하는 경우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친(p=.000), (p=.006),

구들간에 인기가 있는 경우 친구를 쉽게 사귀는(p=.000),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0) .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고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기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터넷 기대감과 자기효능감과 간에는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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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ddiction, Internet Expectancy, and Self-EfficacyInternet Addiction, Internet Expectancy, and Self-EfficacyInternet Addiction, Internet Expectancy, and Self-EfficacyInternet Addiction, Internet Expectancy, and Self-Effica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in Elementary School Studentsin Elementary School Students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Inn-So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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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internet addiction, internet expectancy, and

self-effica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The study was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6 to

July 12, 2003.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397 elementary students attending four elementary schools in

Chungcheongbuk-do and Kyunggi-do. Self-rating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net addiction

scale, internet expectancy scale, and self-efficacy scal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WIN10.0 by unpaired t-test

and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 Result: In this study, the mean score of internet addiction was 20.7. Internet

dangerous group was 12.6% and internet addicticted group was 0.3%. The score of internet addi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concern, aversion to school life and extracurricular lecture. The mean

score of internet expectancy was 27.1. The score of Internet expectan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opularity among friends and easiness of making friends. The mean score of self-efficacy was 55.8. The score of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onversation with parents, enforcement of parents on learning,

aversion to school life, aversion to extracurricular lecture, existence of intimate friend, popularity among

friends(p=.000), and easiness of making friend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revalence of internet

addiction was much lower than expected, but the score of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expectancy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concern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Therefore parents must b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heir school lives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internet expectancy, self-efficac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Inn-Soo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38, Danpyung, Kamgok-myun, Eumsung-kun, Chungbuk 369-703, Korea

Tel: +82-43-879-3430 Fax: +82-43-879-3428 E-mail: ilee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