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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인터넷 보

급률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통.

신활동은 수많은 정보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접근의 용이성과 상호 작용성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

매체적 특성과 함께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게 됨으로

써 세기의 지배적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21 .

그러나 반면에 그로 인한 상대적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인

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자체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더 나아가 중독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에 의해 최초로 명명된 인터넷 중독은 임상Goldberg(1996)

적으로 중요한 장애나 고통을 유발하는 비적응적 인터넷 사

용형태로 정의되었고 이후 은 중독성 물질이 없, Young(1996)

는 충동조절장애로 간주하였으며 는 인터넷, Greenfield(2000)

중독을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단지 중독이라는 질병의 새로‘ ’

운 표현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인터넷 중독은 학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이를 종합하여보면 인터넷 중

독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

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상현상과 의존성 내성 및 금, , ,

단증상 등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중독상태를 일컫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2001)

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인터96% ,

넷 사용에 따른 부작용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대

두되고 있다.

인간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개인

의 정체감 확립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기능과 법칙을 배우면서 건강한 미래상을 설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발달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노출됨으로써 통제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경우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경.

우 다른 약물중독에서와 유사한 과정과 증상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변화와 성격 변화 및,

정체성 혼란 현실감 저하 건강악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 ,

생하게 된다백상빈( , 2000).

윤재희 와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1998) Young(1996)

독자의 경우 비중독자에 비해 우울과 고독감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충동조절장애 및 대인관계감소와.

비현실적 욕구추구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을 보임으로써 인지치료와 같은 정신 및 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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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다른 행동중독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와 의 연구결과 충동성, Stein, Hollander Liebowitz(1993)

의 경우 생물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

문에 이는 인터넷 중독의 결과라기 보다는 촉발요인으로 고

려될 수 있어 인터넷 중독 취약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의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영

향들로부터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예방일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 정서발달을 돕고 일탈행위 예방과 중재에 있어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청.

소년들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충동성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

써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관

리하는데 있어 전략적 차원의 중재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연구목적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와 사회적 지지 충동성 우울, ,∙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와 사회적∙

지지 충동성 우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와 사회적 지지 충동성 우울간, ,∙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

학중인 남녀학생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며 자료수집은 각 학교의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지도하,

에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총 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497

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를 제외한 명의 자료가 분석22 475

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Young(1998) (Internet Addiction Scale)

였다 이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강박적 행동이나 경제적.

어려움 학업부진 가정생활장애 대인관계 및 행동상의 문제, , , ,

정서적 변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까지의 총 문항(5 ) (1 ) 20

으로 구성된 식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Likert 5

독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계수. Cronbach's Alpha

는 이었다.844 .

사회적 지지•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인 도움을 일컫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 의 도구(1985)

를 기초로 하여 이영자 가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1994)

으며 정서적 지지 문항과 평가적 지지 문항 정보적 지지7 6 , 6

문항 물질적 지지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6 25 .

문항은 매우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까지의(5 ) (1 )

식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Likert 5

고 있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계수는 이었다Alpha .860 .

충동성•

유기체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내적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을 이현수Barratt Impulsiveness Scale

가 번안한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충동성(1992) BIS .Ⅱ

문항 운동충동성 문항 무계획충동성 문항으로 총 문항6 , 8 , 9 23

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 (4 ) (1 )

까지의 식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Likert 4 ,

해당 유형의 충동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는 이었다Alpha .722 .

우울•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역학 연구 우울 척도, - (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를 중Scale : Revised CES-D-K)(Noh, Avison & Kasper, 1992)

심으로 김정민 이 청소년용으로 사용한 도구이다 이는(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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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26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까지의 식 점 척도로(4 ) (1 ) Likert 4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계수는 이었다Cronbach's Alpha .883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PC Win 10.0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우울, ,

간의 차이는 검정과 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간에t- ANOVA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정을 실시하였Sheffe

다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를 실시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남학생이 명 여학생이 명334 (70.3%), 141

을 차지하였으며 학교성적은 상 중 하로 나누어 학(29.7%) , , ,

생자신에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상위권이 명 이고, 107 (22.5%) ,

조사대상자의 약 정도인 명이 중위권 수준이었다61.3% 291 .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명 를 차지하였으며‘ ’ 320 (67.4%) ,

어머니의 직업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시간제61.3%,

인 경우는 전일제인 경우는 인 것으로 조사되었16.4%, 22.1%

다 학교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명으로 조사. 162

대상자의 를 차지하였으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3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6.4%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 정도

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 ,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정도는 점 만점에 최소. 100

점에서 최고 점으로 평균 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21 100 63.83 ,

에 있어서는 최소 점에서 최고 점으로 평균 점이었25 125 80.85

다 또한 충동성에 있어서는 점 만점에 최소 점에서 최고. 92 27

점으로 평균 점이었으며 우울은 최소 점에서 최고89 63.17 , 29

점으로 평균 점이었다 표97 77.12 < 2>.

표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 정도< 2> ,
변 인 최대값 최소값 평 균 표준편차

인터넷중독 100 21 63.83 ±20.48

사회적 지지 125 25 80.85 ±23.36

충동성 89 27 63.17 ±16.87

우 울 97 29 77.12 ±13.2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의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

지 충동성 우울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 < 3>.

인터넷 중독의 경우 성별 과 학년(t=3.231, p=.001) (F=2.935,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p=.048) .

를 검정한 결과 학년은 고 보다는 고 가 인터넷 중독Sheffe 3 2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성적. (F=2.716,

과 경제상태 학교만족도p=.029) (F=6.986, p=.000), (F=12.113,

에 있어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

이를 검정한 결과 성적은 하위권이 상중위권보다Sheffe ,

경제상태의 경우는 상이 하보다 학교만족도는 만족이 불‘ ’ ‘ ’ , ‘ ’ ‘

만족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충동성의 경우 종교 와 성적. (t=2.285, p=.045) (F=10.374,

경제상태 학교만족도p=.000), (F=3.799, p=.002), (F=2.763,

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042) .

이를 검정한 결과 성적은 하위권이 상중위권보다Sheffe ,

경제상태의 경우는 하가 상중보다 학교만족도는 보통이‘ ’ ‘ ’ , ‘ ’

나 불만족이 만족보다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 ‘ ’ .

울의 경우는 학년 과 경제상태(F=3.722, p=.025) (F=4.014,

학교만족도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p=.001), (F=11.720, p=.000)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475)
변 수 구 분 빈 도 %

성 별
남학생
여학생

334

141

70.3

29.7

종 교
있음
없음

320

155

67.4

32.6

성 적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107

291

77

22.5

61.3

16.2

학 년
고1

고2

고3

146

143

186

30.7

30.1

39.2

경제상태
상
중
하

105

320

50

22.1

67.4

10.5

어머니
직업

주부
시간제
전일제

291

78

105

61.3

16.4

22.1

학교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162

235

78

34.1

49.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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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 Sheffe

정한 결과 학년은 고 보다는 고 이 경제상태의 경우는1 2 3 ,

중보다는 하가 학교만족도는 불만족이 만족이나 보통보‘ ’ ‘ ’ , ‘ ’ ‘ ’ ‘ ’

다 우울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간의,
관계
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의 경우 사회적 지,

지 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충동(r=-.305, p=.000) ,

성 및 우울 과는 정적 상관관계(r=.460, p=.000) (r=.131, p=.001)

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충동성. (r=-.232, p=.000)

과 우울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r=-.262, p=.000) ,

충동성의 경우는 우울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r=.254, p=.000)

이고 있다 표< 4>.

표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간의 관계< 4> ,
인터넷중독 사회적 지지 충동성

사회적 지지 -.305**

충동성 .460** -.232**

우울 .131** -.262**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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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

석결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충동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설명변량 중 를 차, 22.4%

지하였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로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11.0%

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두가지 예측요인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총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33.4%

확인되었다 표< 5>.

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변수 β R2 Cum. R2 F p

충동성 .471 .224 65.53 .000

사회적 지지 -.332 .110 .334 35.36 .000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명을 대상475

으로 이들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예측요

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인터넷. ,

중독정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을 보였으며 이와 같100 63.83 ,

은 결과는 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분류상 인Young(1998)

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경험하는 과다사용군(over

에 속한 정도이다use group)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의 차이< 3> ,
변 수 구 분

인터넷중독 사회적 지지 충동성 우울

M(±SD)
t/F

M(±SD)
t/F

M(±SD)
t/F

M(±SD)
t/F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성 별
남
여

72.88(19.45)

60.83(21.38)
3.231**

70.2(21.30)

81.5(23.11)
-1.467

64.15(15.88)

63.22(14.57)
.176

74.14(11.20)

80.23(12.50)
-1.313

종 교
있음
없음

61.85(21.33)

64.77(20.21)
.778

80.21(22.35)

79.99(23.74)
1.423

60.15(14.85)

68.21(18.66)
2.285*

75.12(12.78)

79.33(13.44)
2.167

성 적
상위권①

중위권②

하위권③

62.63(21.38)

62.81(20.45)

67.22(21.47)

2.223

83.55(21.36)

85.05(22.34)

89.12(23.44)

2.716*

<①② ③

61.14(16.55)

62.27(16.24)

67.13(76.83)

10.374**

<①② ③

79.12(14.11)

80.02(13.31)

77.12(14.08)

1.430

학 년
고1①

고2②

고3③

66.81(21.41)

69.53(22.28)

60.87(19.42)

2.935*

>② ③

80.55(22.32)

79.82(24.56)

81.05(21.06)

1.985

63.27(15.67)

63.87(16.12)

61.55(16.88)

.901

72.13(15.20)

75.85(14.23)

79.13(15.12)

3.722*

<①② ③

경제
상태

상①
중②
하③

59.35(19.33)

60.65(21.54)

65.36(20.99)

1.339

86.68(22.62)

83.66(22.36)

79.88(23.79)

6.986**

>① ③

60.22(15.83)

62.32(16.66)

65.74(16.21)

3.799**

<①② ③

77.22(14.20)

75.65(13.33)

79.87(14.14)

4.014**

<② ③

어머니
직업

주 부①

시간제②

전일제③

64.33(22.32)

63.87(21.55)

67.55(20.45)

1.157

83.84(22.36)

81.77(21.33)

79.86(22.24)

1.021

60.14(15.87)

63.24(16.35)

65.35(16.54)

1.521

77.98(13420)

78.11(13.66)

79.87(14.33)

.670

학교
만족도

만 족①

보 통②

불만족③

60.13(21.41)

61.77(20.33)

67.81(19.77)

2.459

86.81(22.36)

83.25(22.26)

78.95(21.16)

12.113**

>① ③

60.17(15.87)

64.22(16.69)

64.14(17.58)

2.763*

<① ②③

72.18(13.11)

74.24(13.54)

81.32(15.28)

11.720**

<①② ③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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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를 비중독군 및 과다사용군 중독군으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 해당되는 비율이 과다사용군21%

에 속해 있었다 인터넷 중독률은 대상자의 특성이나 조사 시.

점 그리고 인터넷 중독여부에 대한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권구영과 이혜자 김지영과( , 2002;

류현숙 이는 날이, 2003; Anderson, 2001; Greenfield, 2000).

갈수록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의 대부분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남근과 양돈규 의 보고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은 그(2001)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터넷 관련 비행과도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오원옥 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2004)

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적 요구는 높은 반면 인터넷

사용에 따른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인터넷 중독예방이나 바

람직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증가된 인터넷의 보급률과

아울러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관한 교육이 좀더 신속하고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성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일치된 결과.

이며 이와 같은(Anderson, 2001; Hybels, 1995; Yang, 2001),

결과는 인터넷 이용목적이 남학생의 경우 게임이나 오락을

위한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메일,

이나 자료검색 등의 비연속적이고 중독위험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가진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보고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박영숙과 송현종( , 2002).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및 충동성 우울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 ,

지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는.

조남근과 양돈규 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2001)

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수준은 인터넷 중독경향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심

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동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있어 중요한 간호

중재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혜원 정혜경과 박영주( , 2001; ,

2003; Barnes & Farrel, 1992).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으로부터 사랑과 관심,

애정 보살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물질 등의 지지를 받고, , ,

있는 것으로 지각할 경우 이는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을 고양시켜주

고 충동성이나 우울에 대하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

적 변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요

인으로 알려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영자 조( , 1994;

남근과 양돈규, 2001).

한편 충동성과 우울은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 ,

가 높으며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울은 지금까지 보고된 많은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과 관련있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류인균 등 은 인터. (2000)

넷 중독자와 비중독자간의 우울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raut

등 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가 우(1998)

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과 우울간.

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는 제한이 따르며 이는 본 연구결,

과와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Young(1996) .

우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예측요

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울과 인터넷 중독이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확인된 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

을 예방하고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사용량,

제한과 인터넷을 대체할 만한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된 여

러 연구박영숙과 송현종 윤재희 를 통해서도 알( , 2002; , 1998)

수 있듯이 충동성은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정신병리적 차원과

함께 접근해야 할 영역이며 이는 인터넷 중독의 결과라기 보,

다는 유발요인 가운데 하나로써 인터넷 중독 취약집단을 구

성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류인균 등( , 2000; Jang,

Livesley, Vernon & Jackson, 1996; Stein, Hollander, Liebowitz,

이와 관련하여 은 인터넷 중독자는 인터넷1993). Young(1996)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충동조절장애라 주장하였으

며 또한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인터, Greenfield(2000)

넷 사용에 매료되기 쉬우며 일단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면 사,

용을 조절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다고 하

여 결국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의 유발요인임과 동시에 유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충동성과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예

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있게 다뤄져야 할 요인임을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411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

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예

측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t-test,

산출 및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를 실시하였다regression analysis .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100∙

균 점을 보임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63.83

제를 경험하는 과다사용군 수준의 중독정(over use group)

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의 차이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의 경우 성별과

학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 지,

지는 성적과 경제상태 학교만족도에 있어 각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충동성은 종교와 성적 경제. ,

상태 학교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우울의 경우는 학년과 경제상태 학교만족도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충동성 및 우울간,∙

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의 경우 사회적 지지

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충(r=-.305, p=.000) ,

동성 및 우울 과는 정적 상(r=.460, p=.000) (r=.131, p=.001)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충동성. (r=-.232, p=

우울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000), (r=-.262, p=.000)

으며 충동성은 우울 과 정적 상관관계가, (r=.254, p=.00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 과 사, (22.4%)

회적 지지 가 주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11.0%) ,

들 두가지 예측요인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총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33.4% .

이상의 연구결과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

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성장발달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관리전략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놀이문화 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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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Factors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Factors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Factors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dolescentsin Adolescentsin Adolescents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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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were 475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Result: The overall Internet addiction scale score was 63.83(±20.48). The differences of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student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or sex and grade.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impulsiveness and depression.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social support. Factors such as impulsiveness and social support were examined as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Conclusion: Based upon these findings,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include impulsiveness and social support. The findings provide further

justification for interventions targeting key factors that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in addition to

providing adolescents with necessary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other lif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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