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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28 students in 4, 5 or 6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y were recruited from two elementary school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of 6 questionnaires that were modified by the investigator.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win 1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1) 
The mean of total item score for internet addiction was 2.1, which was slightly low. Of respondents in this 
research 48.4% normally use the internet, while 48.5% addictively use the internet and as high as 3.1% were 
serious internet-addicted. 2)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aggression, 
impulsivity, parent′s support and friend′s support(γ= -.15 ～ .44).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mount of time spent on the internet per day, impulsivity, aggression, gender, self-esteem, duration to 
use of internet, father's age, and the major place where the internet was used were the predi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accounted for 47% of the variance in internet addiction. Conclusion: Time spend on the internet per 
day, impulsivity, aggression, gender, self-esteem, duration to use of internet, father's age, the major place where the 
internet was used accounted for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and to further identify the depth of the relationship of the related factors in order to 
decrease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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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우리사회는 컴퓨터 통신망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을 통해 2004년 12월 통계에 국민의 70.2%에 해당하는 3천 

158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신부, 

2004). 이러한 양적 변화뿐 아니라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현

대인들은 편리함과 기쁨을 주는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애용함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게임, PC통신, 동호회 등 다양한 사이트의 정보탐색과 

교류를 하며 이전의 세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들

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박영호와 김미경, 2002). 또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하고 화려한 컴퓨터 게임의 

세계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

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 

발달하는 미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연령층보다 인터넷

이 주는 역기능적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최근에 10대 여고생 3명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서로 동

반자살을 준비하여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동반 투신자살한 

사건(한국일보, 2003년 5월 21일자(http://www.hankooki.com))

이 발생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아바타 아이템 구입

비로 1백70만원의 비용을 써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후 스스

로 방에서 목을 매어 숨지는 사건(중앙일보, 2003년 6월 24일

자(http://www.joins.com))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

건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인터넷의 역기능

적인 측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심각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

는 사건들이며, 또한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우리사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역기능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 게임, 인터넷 중독을 주제

로 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흔히 말하는 약물

중독, 도박, 쇼핑, 비디오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인

터넷에 대한 중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리적 의존성, 내

성과 금단증상이 동반되며, 학업, 직업, 사회적 손상 및 일생

생활의 장애, 심지어 모방범죄, 폭력, 살인 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Goldberg, 1996; Greenfield, 2000; 

Young, 1996; 이혜진, 2001). 선진국에 비해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입시위주의 과중한 학업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

독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인뿐만 아

니라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PC통신, 컴퓨터 게임

의 중독적인 사용은 인터넷 이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

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Brenner, 1997)처럼 

앞으로 인터넷 사용의 주된 연령층이 되며 성장단계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

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성인보다 훨씬 큰 후유증을 앓게 될 

위험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그 동안의 연구

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인간

은 환경 속에 존재하며 초등학생들은 특히 환경의 영향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므로 인터넷의 중독관련 영향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환경적 측면의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것이다. 즉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

라도 초등학생 개인이 이 위험요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상

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개인

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인터넷 중독 성향이 다르게 나타

날 것이라 판단하여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요인을 다루

어야 할 것이다. 즉 문제행동 및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발현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긍정적인 힘, 위험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문헌에서 살펴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개인 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Young(1996)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나 낮은 

자아존중감 상태에 있는 사람, 자신의 정체감에 불만이 있는 

사람 등이 인터넷에 잘 빠져든다고 지적하였으며, 인터넷 중

독을 충동조절 장애로 간주하면서 이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병적 도박과 같이 충동성이 높아 자신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특히 게임 중독정도 또한 높은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호와 김미경, 2002). 다음

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가족의 문제로 보

는 시각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가

족 특히 부모에게 느끼는 지지는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발달,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

고 정서적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

해 이해와 관심의 욕구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이현

주, 2004; 이혜진, 2001). 또한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

는 정서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

요한 지지자원으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외

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에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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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때에도 또래들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다(이현주, 

2004; 이혜진, 2001).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과 대

화를 하거나 놀아줄 친구가 없어 외로움이나 좌절감을 느끼

며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쉽게 대

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터넷에 의지하여 인터넷이라는 매

체의 친밀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쉽

게 충족하게 해주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인터넷에 몰두하는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안경자, 2002).

국내에서 인터넷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이용실태

와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행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청소년 뿐 아니라 인

터넷 사용 연령층이 점차 연소화 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

하여 앞으로 인터넷 사용의 주된 연령층이 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지영과 류현숙, 2003; 김진순, 2002; 박영

호와 김미경, 2002; 박희진, 2003; 오경하, 2002; 오원옥, 

2004; 이인숙, 2003; 이현주, 2004)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가 컴퓨터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

는 청소년과 인터넷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존중

감, 공격성, 충동성을,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등의 개념을 선정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

터넷 중독정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공격성, 충동성, 부

모지지, 친구지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초등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이다. 

이들 초등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수

락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328명을 임의 표출하여 본 연구

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인터넷 중독 측정도구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Young 

(1998)이 개발한 도구인 Internet Addiction Scale(IAS)을 윤재

희(1998)가 번안한 도구로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우

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0점에서 6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이나 수

정한 도구는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인터넷의 의존성과 내

성, 심리적, 신체적 금단증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Young(1998)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20-39점까지 평균적인 

이용군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으며, 40점

에서 69점까지를 인터넷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 과다이용

군(중독 위험군)으로서 이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중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장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

해야만 하는 인터넷 중독자라고 하였다. 이 도구는 윤재희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α값이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자아존중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Rog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번안한 후 박구연(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의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77로 나타났다.

공격성 측정도구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이상균(1999)이 

사용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남을 골려주고 나

면 기분이 좋아진다’, ‘바보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놀려주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때리고 

싶은 욕구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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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로 나타났다.

충동성 측정도구

충동성이란 어떤 위험이 따를지 판단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arratt 

Impulsiveness Scale을 번안하여 박미연(2000)이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

수를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충동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66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및 친구지지 측정도구

부모지지 및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자(1994)가 사

용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지지와 친구지지의 

내용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 평가, 정보, 물질지지 

등 모두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으로, ‘정말 그렇다’는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85, 친구

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87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서울, 경기지역 각각 1

개교씩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였다. 각 학교의 보건교

사는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초등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의문이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 질

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1,400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1,328부(94.9%)를 자료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SPSS 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인터넷 관련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고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는 Х² 

test 3)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54.4% 

(718명), 여학생 45.6%(602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적분포이었

으며, 학년별 분포는 4학년 15.5%(205명), 5학년 36.3%(481

명), 6학년 48.2%(639명)로 6학년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업수준 정도는 보통이다 66.1% 

(869명), 잘하는 편이다 21.1%(277명), 못하는 편이다 12.8% 

(16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는 친부와 친모가 모두 

계시는 경우가 92.3%(1,204명), 친부만 계시는 경우 3.2%(42

명), 친모만 계시는 경우 2.4%(31명), 친부와 계모가 계시는 

경우 0.7%(9명), 계부와 친모가 계시는 경우 1.1%(14명),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경우 0.4%(5명)로 나타났으며, 형제 수는 

본인 포함하여 2명이 66.3%(863명)로 가장 많았고, 3명

(14.1%), 1명(11.7%), 4명 이상(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

지의 평균연령은 42.5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9.5세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49.7%(626명)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 고졸(35.6%), 기타(9.0%), 중졸이하(5.7%) 순이었

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대졸이상이 42.7%(536명)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 고졸(42.2%), 기타(8.9%), 중졸이하(6.2%) 순

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은 보통이다 71.3%(914명), 잘사는 편

이다 25.5%(327명), 못사는 편이다 3.2%(41명)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인터넷 총 사용기간이 3

년 이상 된 경우가 44.1%(569명)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

하 16.3%(210명), 2년에서 3년 사이 15.3%(197명), 1년에서 2

년 사이 13.2% (170명), 6개월에서 1년 사이 11.2%(145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은 1시간미만의 경

우가 48.2%(631명), 1시간에서 2시간 35.9%(470명), 2시간 이

상 16.0%(20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설치장소로는 본

인 방 29.2%(385명), 형제 방 26.7%(352명), 기타 22.1%(292

명), 거실 22.0%(291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로는 집 87.1%(1,149명), PC방 7.4%(97명), 학교 

3.6%(48명), 기타 1.9%(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인터넷 중독정도는 평균평점 2.1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 3.3점으로 도구의 중간 값인 2.5점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2.1점, 충동성 2.2점으로 도구

의 중간 값인 2.0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지지 및 

친구지지 정도는 각각 4.0점, 3.5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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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n=1,328)
구분

계

N(%)

평균적인 이용

N(%) 

과다이용

N(%)

인터넷중독

 N(%)
χ² P

성별 남
여

 718(54.4)
 602(45.6)

  256(35.7)
  383(63.6)

  432(60.2)
  208(34.6)

  30( 4.2)
  11( 1.8)

103.0 .001

학년 4
5
6

 205(15.5)
 481(36.3)
 639(48.2)

  129(62.9)
  243(50.5)
  269(42.1)

   75(36.6)
  222(46.2)
  346(54.2)

   1( 0.5)
  16( 3.3)
  24( 3.8)

30.9 .001

학업수준 좋은편
보통
못하는편

 277(21.1)
 869(66.1)
 168(12.8)

  156(56.3)
  421(48.5)
   56(33.3)

  116(41.9)
  428(49.3)
   96(57.1)

   5( 1.8)
  20( 1.5)
  16( 9.5)

42.1 .001

가족관계 친부모
친부만
친모만
친부계모
계부친모
부모안계심

1204(92.3)
  42( 3.2)
  31( 2.4)
   9( 0.7)
  14( 1.1)
   5( 0.4)

  589(48.9)
   16(38.1)
   11(35.5)
    7(77.8)
   10(71.4)
    0( 0.0)

  580(44.4)
   23(54.8)
   19(61.3)
    2(22.2)
    4(28.6)
    5(100)

  35( 2.9)
   3( 7.1)
   1( 3.3)
   0( 0.0)
   0( 0.0)
   0( 0.0)

17.5 .065

형제수 혼자
2명
3명
4명이상

 152(11.7)
 863(66.3)
 184(14.1)
 103( 7.9)

   69(45.4)
  416(48.2)
   92(50.0)
   56(54.4)

   81(53.3)
  422(48.9)
   81(44.0)
   45(43.7)

   2( 1.3)
  25( 2.9)
  11( 6.0)
   2( 2.0)

10.2 .115

아버지 연령 35세이하
36세-40세
41세-45세
46세-50세
51세이상

  24( 2.0)
 341(27.9)
 629(51.5)
 202(16.5)
  26( 2.1)

    8(33.3)
  181(53.1)
  318(50.6)
   84(41.6)
   10(38.5)

   13(54.2)
  151(44.3)
  297(47.2)
  113(56.0)
   16(61.5)

   3(12.5)
   9( 2.6)
  14( 2.2)
   5( 2.5)
   0( 0.0)

20.7 .008

어머니 연령 35세이하
36세-40세
41세-45세
46세-50세
51세이상

 129(10.5)
 701(57.2)
 322(26.3)
  69( 5.6)
   4( 0.3)

   61(47.3)
  358(51.1)
  147(45.7)
   33(47.8)
    4(100)

   62(48.1)
  325(46.4)
  167(51.9)
   36(52.2)
    0( 0.0)

   6( 4.7)
  18( 2.6)
   8( 2.5)
   0( 0.0)
   0( 0.0)

11.1 .198

<표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n=1,328)
변수 평균평점(SD) 최소 최대

인터넷 중독 2.1(0.7) 1 5
자아존중감 3.3(0.6) 1 5
공격성 2.1(0.6) 1 4
충동성 2.2(0.6) 1 4
부모지지 4.0(0.8) 1 5
친구지지 3.5(0.9) 1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과다이용군이 48.5%로 평균평

점 2.5점이었고, 평균적인 이용군이 48.4%로 평균평점 1.5점이

었으며, 인터넷 중독자가 3.1%로 평균평점 3.9점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n=1,328)
인터넷 중독 정도 점수범위  N(%) 평균평점(SD)

평균적인 이용 20 -  39 643(48.4) 1.5(0.3)
인터넷 과다 이용 40 -  69 644(48.5) 2.5(0.4)
인터넷 중독 70 - 100  41( 3.1) 3.9(0.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는 <표 3>과 같다.

평균적인 이용, 과다이용, 인터넷 중독군의 비율은 가족관

계, 형제 수, 어머니 연령을 제외한 성별, 학년, 학업수준, 아

버지 연령,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경제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총 사용기간,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 

컴퓨터 설치장소, 주 사용 장소 등의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아의 경우는 과다이

용군이 60.2%로 가장 높았으나, 여아의 경우는 평균적인 이용

군이 63.6%로 가장 높았다. 학년은 4학년과 5학년의 경우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각각 62.9%, 50.5%로 더 높았으나, 6학년

의 경우는 과다이용군이 54.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업수준에서는 좋은 편의 경우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56.3%로 가장 높았으나 보통의 경우와 못하는 편의 경우는 

과다이용군이 각각 49.3%, 57.1%로 더 높았다. 아버지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와 46세-50세, 51세 이상인 경우는 과다이용

군이 각각 54.2%, 56.0%, 61.5%로 가장 높았으나, 36세-40세, 

41세-45세의 경우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53.1%, 50.6%로 더 

높았다. 아버지 교육정도에서는 중졸이하, 고졸, 기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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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계속)                                   (n=1,328)
구분

계

N(%)

평균적인 이용

N(%) 

과다이용

N(%)

인터넷중독

 N(%)
χ² P

아버지 교육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72( 5.7)
 449(35.6)
 626(49.7)
 113( 9.0)

   27(37.5)
  199(44.3)
  344(55.0)
   47(41.6)

   39(54.2)
  240(53.5)
  266(42.5)
   61(54.0)

   6( 8.3)
  10( 2.2)
  16( 2.6)
   5( 4.4)

27.0 .001

어머니 교육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78( 6.2)
 529(42.2)
 536(42.7)
 112( 8.9)

   30(38.5)
  241(45.6)
  300(56.0)
   46(41.1)

   43(55.1)
  276(52.2)
  221(41.2)
   61(54.5)

   5( 6.4)
  12( 2.3)
  15( 2.8)
   5( 4.5)

23.5 .001

경제수준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327(25.5)
 914(71.3)
  41( 3.2)

  192(58.7)
  411(45.0)
   20(48.8)

  127(38.8)
  478(52.3)
   17(41.5)

   8( 2.5)
  25( 2.7)
   4( 3.2)

25.8 .001

인터넷 
사용기간

6개월이하
6개월-1년
1-2년
2-3년
3년이상

 210(16.3)
 145(11.2)
 170(13.2)
 197(15.3)
 569(44.1)

  147(70.0)
   81(55.9)
   80(47.1)
   83(42.1)
  233(41.0)

   59(28.1)
   62(42.8)
   87(51.2)
  109(55.3)
  313(55.0)

   4( 1.9)
   2( 1.4)
   3( 1.8)
   5( 2.5)
  23( 4.0)

61.4 .001

하루 사용시간 1시간미만
1-2시간
2시간이상

 631(48.1)
 470(35.9)
 209(16.0)

  440(69.7)
  173(36.8)
   25(12.0)

  186(29.5)
  285(60.6)
  162(77.5)

   5( 0.8)
  12( 2.6)
  22(10.5)

277.3 .001

컴퓨터 
설치장소

본인방
형제방
거실
기타

 385(29.2)
 352(26.7)
 291(22.1)
 292(22.1)

  185(48.1)
  152(43.2)
  134(46.1)
  169(57.9)

  187(48.6)
  190(54.0)
  146(50.2)
  118(40.4)

  13( 3.4)
  10( 2.8)
  11( 3.8)
   5( 1.7)

16.4 .012

주 사용 장소 집
학교
PC방
기타

1149(87.1)
  48( 3.6)
  97( 7.4)
  25( 1.9)

  547(47.6)
   41(85.4)
   37(38.1)
   15(60.0)

  571(49.7)
    7(14.6)
   53(54.6)
    9(36.0)

  31( 2.7)
   0( 0.0)
   7( 7.2)
   1( 4.0)

37.5 .001

<표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n=1,328)
 X₁ X₂ X₃  X₄  X5

X1 자아존중감
X2 공격성 -.14***
X3 충동성 -.28*** .44***
X4 부모지지 .36*** -.14*** -.18***
X5 친구지지 .30*** -.06* -.05* .40***
Y1 인터넷 중독 -.32*** .41*** .41***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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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이용군이 각각 54.2%, 53.5%, 54.0%로 높았으나, 대졸이

상에서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55.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정도에서도 중졸이하, 고졸, 기타에서는 과다이용

군이 각각 55.1%, 52.2%, 54.5%로 높았으나, 대졸이상에서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56.0%로 높았다. 경제수준에서는 잘사는 

편과 못사는 편에서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58.7%, 48.8%로 높

았으나, 보통이다 답한 그룹에서는 과다이용군이 52.3%로 높

았다.

인터넷 총 사용기간에서는 6개월 이하와 6개월-1년 사이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각각 70.0%, 55.9%로 높았으나, 1-2년, 2-3

년, 3년 이상의 경우는 과다이용군이 각각 51.2%, 55.3%, 

55.0%로 높았다.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에서는 1시간미만의 경

우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69.7%로 높았으나, 1-2시간, 2시간이

상의 경우는 과다이용군이 60.6%, 77.5%로 높았다. 컴퓨터 설

치장소에서는 본인 방, 형제 방, 거실의 경우 과다이용군이 

48.6%, 54.0%, 50.2%로 높았으나, 기타의 경우는 평균적인 이

용군이 57.9%로 높았다. 주 사용 장소에서는 집과 PC방의 경

우 과다이용군이 각각 49.7%, 54.6%로 높았으나, 학교와 기타

의 경우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각각 85.4%, 60.0%로 높게 나

타났다.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예측변수인 자아존중감, 공격성, 충동성, 부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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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친구지지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관계에서 -.05 .44의 범

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은 

공격성과 .41, 충동성과 .41의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

감과 -.32, 부모지지와 -.19, 친구지지와 -.15의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인터넷 중독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전 연구변수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 

검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고려하여 보았는데, 보통 VIF는 가장 큰 값이 

5-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바, 본 연구변

수에서는 VIF 값이 5를 넘는 것은 없었다<표 5>.

<표 5> 다중공선성 검사                         (n=1,328)
변수 DF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자아존중감 1              1.39
공격성 1              1.28
충동성 1              1.33
부모지지 1              1.33
친구지지 1              1.24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

넷 중독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제관계(F=.41, P=.87)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족관계, 아버

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경

제수준, 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하루 이용시간, 컴퓨터 설치

장소, 주로 사용하는 장소 등의 변수(명목척도의 변수는 가변

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 실시)와,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자아존중감, 공격성, 충동성, 부모지지, 

친구지지 등의 변수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은 인터넷 

<표 6>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n=1,328)
변수 β R² Cum R² F P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 12.93 .207 .207 344.43 .0001
충동성  0.86 .131 .338 260.65 .0001
공격성   1.08 .050 .388 108.22 .0001
성별  5.22 .040 .428  92.36 .0001
자아존중감  0.27 .024 .452  60.65 .0001
인터넷 사용기간  3.00 .006 .458  14.70 .0001
아버지 연령  3.50 .006 .464  15.58 .0001
주 사용 장소  4.51 .004 .468  10.72 .0011

하루 사용시간, 충동성, 공격성, 성별, 자아존중감, 인터넷 사

용기간, 아버지 연령, 주 사용 장소 순으로 이 변수들이 인터

넷 중독을 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설명

력이 높은 변수로는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으로 21%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논    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과

다이용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연구(김진

순, 2002; 오원옥, 2004; 이현주, 2004)에서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남학생이 

중독 성향이 강한 게임과 오락을 많이 하면서 중독의 위험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견해(김지영과 류현숙, 

2003; Young 1996)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적인 이용군보다 과다이용군이 더 높았는데 이는 우리사

회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

고 사춘기의 도입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터넷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별 및 학

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지도

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특히 남학생에게 컴퓨터 게임 및 인

터넷 중독과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시급하

다고 하겠다. 학업수준에서는 못하는 편과 보통의 경우가 좋

은 편의 경우보다 과다이용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오원옥(2004)은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컴퓨

터 게임중독 정도가 높다고 하면서 이는 두 가지 측면 즉 학

업에 관심이 없어져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는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학업성적

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학년보다 과중한 학

업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6학년 시기에 인터넷 중독정

도가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업성적과 

인터넷 중독정도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변인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서 학업지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 연령에서는 아버지 연령이 

35세 이하거나 46세 이상일 경우에 과다이용군이 더 높았는

데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 경우 인터넷 이용능력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적을 경우 인터넷 이용능력이 너무 높아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자녀에

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아

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에서는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대졸이

상인 경우보다 과다이용군이 더 높았는데, 이는 부모 둘 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

독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김진순, 2002)와 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구

아동간호학회지 12(1), 2006년 1월 41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전예방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인터

넷 중독이 낮았다고 한 연구결과(김지영과 류현숙, 2003)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 총 사용기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정도에서 과다이

용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이 많

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과다이용군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

냈는데 이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중독적 성

향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김진순, 2002; 박영호와 김미

경, 2002; 오원옥, 2004, 이현주, 2004)와 일치하는 것이다. 인

터넷 사용 장소에서는 집이나 PC방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학교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과다이용군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경하(2002), 이현주(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PC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무런 통제집단

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집단의 경우보다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아직 인터넷의 중독적인 유혹을 스

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은 가능한 거실과 같

은 공용 장소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지나치게 탐닉

하지 않도록 컴퓨터 이용시간과 방식에 대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게 

지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인터넷 중독자가 

3.1%, 과다이용자가 48.5%, 평균적인 이용자가 48.4%로 나타

났는데, 인터넷 중독자가 1.7%, 과다이용자가 34.8%, 평균적

인 이용자가 63.5%로 나타난 오경하(2002)의 연구결과 및 인

터넷 중독자가 0.3%, 과다이용자가 12.6%, 평균적인 이용자가 

87.2%로 나타난 이인숙(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

터넷 중독자 및 과다이용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이용 속도가 

전체 연령대 중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은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으

며 인터넷의 부작용적인 측면에 노출될 위험성과 그 위험의 

지속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다양한 요

인 중 개인적 요인인 공격성과 충동성은 그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부모

지지 및 친구지지는 그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컴퓨터 게임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보고(박구연, 

2001)와 충동성이 높을수록 컴퓨터게임 중독의 정도가 높았고

(라민오, 2001; 오원옥, 2004) 공격성이 높을수록 컴퓨터게임 

중독의 정도가 높았다는 보고(박영호와 김미경, 2002)와도 일

치하였다. 이는 정서적 문제나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

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이버 공간에 집착하기 쉽게 

되기 때문이며(Young, 1996),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익명성 유지가 가능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중독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봉건, 1999). 즉 대인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경우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

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중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충동성의 경우에는 충동적 특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저지를 잘 하지 못하며 행동을 중단하거

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자기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Barrett, Patton, Olsson & Saker, 1981) 컴퓨터 게임의 중독적

인 속성을 인지할지라도 쉽게 그만둘 수 없게 된다는 보고(오

원옥, 2004)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컴퓨터게임 중독이나 인

터넷 중독이 충동조절 장애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Griffiths & Hunt, 1998; Young, 1996)를 뒷받

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충동성, 공격성, 대인불

안 요인 모두가 컴퓨터 게임에 영향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 

중 가장 관련이 되는 요인은 공격성 요인이라 하면서 공격성

이 높을수록 게임중독 정도가 높다고 한 박영호와 김미경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컴퓨터 게임의 장르

나 종류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아 공

격성향이 높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더 중독성향을 보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한 부모지지 및 친

구지지는 그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점수와 가정환경 및 학교생

활 적응점수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낮았으며(김지영과 

류현숙, 2003) 자신을 둘러싼 지지원의 사회적 지지가 적다고 

지각하는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이 더욱 심화되며 가족지지가 

약할수록 중독적 사용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안

석, 2000)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관

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낮았고 

‘애정, 합리적 설명’등 긍정적인 양육태도보다는 ‘비일관성, 과

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인터

넷 중독과 더 많은 상관을 보였으며(김진순, 2002) 비중독 집

단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보고(이계원, 2001)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의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가정환경이 아동들에게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

동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을 통해서 인터

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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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

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 충동

성, 공격성, 성별, 자아존중감, 인터넷 사용기간, 아버지 연령, 

주 사용 장소 순이었고 이 변수들이 인터넷 중독을 47% 설명

하였다. 문영임, 구현영과 박호란(2005)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주일 인터넷 

사용시간과 자기통제력이 설명력이 높았다고 하면서 인터넷 

중독은 일주일 인터넷 사용시간과 중등도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

록 중독정도가 높았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요

인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거론하였는데(김진순, 2002; 박희

진, 2003; 안석, 2000)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터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시 컴퓨터 게임 자체가 가

지고 있는 중독적 속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게임시간의 조절 및 충동성 조절을 위한 자기 통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 특히 

게임의 내용에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외에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인지적 자극을 촉진할 수 있는 건전한 내

용의 게임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

료되며, 가정이라는 환경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므로 초등학생에게 가족, 친구,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명백한 중독 성향을 보이기 전에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개

선해 나간다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와 이에 영향하는 

요인 즉 자아존중감, 공격성, 충동성, 부모지지, 친구지지 및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관련 특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이들 변

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명함으로 초등학생의 일탈행

동 경감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1,328명을 편의 표집하여 실

시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거친 도구를 사용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

술적 통계, 상관관계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정도는 평균평점 2.1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

으며, 평균적인 이용자가 48.4%, 과다이용자가 48.5%, 인

터넷 중독자가 3.1%의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예측변수인 자아존중감, 공격성, 충동성, 부모지

지, 친구지지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관계에서 -.05 .44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와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과는 모두 -.15 -32의 

범위에서 역상관관계, 공격성, 충동성과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과는 .41의 순상관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 충동성, 공

격성, 성별, 자아존중감, 인터넷 사용기간, 아버지 연령, 주 

사용 장소 순이었고 이 변수들이 인터넷 중독을 47%설명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초등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을 과다하

게 이용하거나 중독 상태이며,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 충동성 

공격성 및 관련특성들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변인들 간의 더욱 명확한 관계규명을 위한 반복연구의 수

행을 제언하며,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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