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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quire into how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is affected by home environments, 
computing environments, parental marital conflicts,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al monitoring and control as perceived 
by children. The study was conducted on 579 six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aejeon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χ², one way ANOVA, and scheffe analysis using the SPSS 18.0 versio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ut of 579 students, 5.0% were classified as at high-risk for addiction; 22.8% as 
at potential-risk; 72.2% as  normal. Second, in the high-risk group, boys accounted for a higher percentage compared 
to girl students. Mothers’ academic backgrounds and fathers’ occupations affected the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Third, the high-risk group tended to use the internet in internet cafes, to use it before going to elementary school, 
to use it for at least 4 hours once, and to use it to play games. Fourth, the high-risk group perceived parents marital 
conflicts as more frequent and more severer, as compared to other groups. Fifth, while the high-risk group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s negative, the normal group perceived them as positive. Sixth, the potential-risk group and the 
normal group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and control as more frequent, as compared to the high-risk group.

Keywords: elementary school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parental mari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 parental 
monitoring and control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빠르고 손쉽게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을 하며 의사소통, 오락, 학습, 인터

넷뱅킹, 쇼핑, 방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아동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

보화시대를 내세우던 시기에 성장하여 인터넷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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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들의 놀이

문화 또한 바깥에서 집안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 게임

이나 채팅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놀이

문화가 변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고 인터넷 중독

이 이슈화되면서, 아동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사용에 따

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의 용어와 개념적 진

단 준거는 Goldberg(1996)가 DSM-Ⅳ의 물질남용 장애

(Substance Abuse Disorder)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만

들었으며(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재인용, 2008b), Young 
(1996)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척도에 의해 대중화되었

다. 현재까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

라 다양하고 일관된 진단 기준은 없는 상태이지만, 인

터넷 중독이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

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

한다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정은, 2008).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진단을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에서는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의 한계와 문제

점을 분석한 후,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인터넷 중독 유형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a)에서 제시한 인터넷 중독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면, 고위험군은 인터넷 중독 경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

용군이다.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보다는 경미한 수

준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조절

에 어려움을 보이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한 사용군이다. 일반사용자군은 대부분 인터넷 중독에 

문제가 없고, 심리적 정서문제나 성격적 특성에서 특이

한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점검이 필요한 사용군이다. 
이렇게 인터넷 중독을 수준별로 볼 때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야만 한다. 아동들

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가정환경은 아동들

이 몸담고 있는 일차적 환경집단으로 아동들의 문제행

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파급효

과를 가져온다(Gardner, 1992).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인터넷에 중독된 아동의 인터넷 사용 특성과 가

정환경을 비롯한 부모와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환경이란 부모 및 부부, 아동을 포함한 기타 여

러 가족이 처한 현재의 상황적 조건(이소희, 1990)을 

말하며 가정의 인적, 물적 환경으로 아동의 성별과 부

모의 연령, 학력, 직업, 아버지의 실직여부, 자녀수 등

을 말한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속하는 가정은 사

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특히 부부관계는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Erel & Burman, 1995). 따라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

등학생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Anderson et al., 1983). 부부갈등은 정상적인 

가족 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지

만 부모의 부부갈등 경험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아동의 적응에 관련된 다른 가족요인보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Davies & Cummings, 
1994). 특히 Cummings et al.(1991)는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

든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나 부

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부부갈등 상황에 노출되

는 자녀는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

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이처럼 부부갈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가족성원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Gotlib & 
Hammen, 1992).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갈

등은 아동의 공격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을 비롯하

여 우울, 불안, 위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권영옥, 1998; 김새롬, 2006; 김은숙, 2001; 김정

란, 2004; 김혜영, 2007; 박정희, 유순화, 2007; 이승

희, 김광웅, 2004; 이혜수, 정옥분, 2004; Holden & 
Ritchie, 1991; Long et al.,  1988; Peterson & Zill, 
1986).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란, 1993; Emery & 
O'Leary, 1984). 또한 자녀가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하

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을 초래하여 부적

응적인 심리적 증상을 야기하며(Davis & Cummings, 
1994),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방식을 모델링하거나 대

리학습 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심화될 수 있다

(Bandura, 1978). Griffiths(2000)는 사회적으로 고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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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인터넷이 

주는 매력에 강력하게 빨려들어 헤어 나오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우울과 불안은 자녀의 심

리적 요인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에(한기흥, 
2008), 부부갈등은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간의 갈등에 있

어서 위협을 지각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게임사용이 높

고 게임으로 인해 학업태도가 저하되고 부정적 정서경

험이 증가하기에, 부부갈등은 아동이 인터넷 게임에 몰

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안경희, 2007). 
또한 부부갈등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

경보다 실제적으로 문제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데(Loeber & Stouthamer-Loeber, 1986; Smets & 
Hartup, 1986),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자녀를 키우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정진태, 2003).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인 손상

을 입힐 때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게 되고 부모의 학대를 피해 가정에 귀가하지 않

으면서 유해한 환경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Melby et al., 1993).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는 인터넷 사용률이 높다(Christopher, 2000). 
즉 부모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연구를 살

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이고 적대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심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지

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다고 하였

다. 즉 부모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녀와 함께 하

려고 애쓰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의 자녀

일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경향이 낮고, 비난과 처벌을 

자주 하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중

독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형, 2002; 박정

은, 2001; 정진태, 2003).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를 한명 내지 두 명만을 낳는 저

출산 경향성과 더불어,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면서, 아

동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소외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가정환경의 미시체계 변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선우, 2002; 류진

아, 김광웅, 2004; 이경님, 2004; 조미헌, 2004; 조은

정, 김지현, 2010)들에서와 같이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

의 부족은 아동이 인터넷에 빠져들게 하는 주요 요인

이 되기도 한다(신경선, 조미헌, 2003 ; 최명선 외, 
2007).  특히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대

한 지도와 통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박승민, 김창대, 
2005; 방희정, 조아미, 2003; 이계원, 2001). 또한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부나 모가 경제활동을 하면 아동

은 독립적으로 혼자 귀가함으로써 인터넷을 아무런 통

제 없이 이용하게 된다(이미정, 2005). 더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자녀가 학원 등의 교육

활동보다는 집에 혼자 있게 되는데, 이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다. 
이렇게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수록 아동들은 대중매

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권재환, 2005). 아동기는 건

강한 정서발달과 인격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인터넷 과다 사용은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

달과 인격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이
추진, 2006).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

거나 자기보다 바깥일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터넷에 중독적으로 몰입하고(이계원, 2001),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

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녀는 이성적 

사고나 계획적 행동에 앞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

한다(전공주, 2006). 그리고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적이

거나 강압적인 경우에는 자녀의 비행 빈도가 높아지는

데(Mussen, 1979), 안진경(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통

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일방적인 인터넷 사용의 통제와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인터넷의 장단점을 알고 

자녀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

하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매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이 후 

시기보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부모로부

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대리보상을 단시일 

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보다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중요하다고 하겠다(정정숙, 권정혜, 
2003; 조춘범, 2001; 진영희,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서 가정환경 및 인터넷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들의 부부갈등과 양육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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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감독과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가정

환경과 인터넷 사용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아

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

도, 감독과 통제에 대한 인식은 차이

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모의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보고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1
세～12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Grych et al, 1992)는 

연구결과와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는 연구 결과를 반영

하여 초등학생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각 5개 구에서 초등학교를 한 학교씩 

임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인 남, 여학생을 대상

으로 학교당 4학급씩 전체 650부를 배포하여 589부를 

회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남학생 

51.7% (N=299), 여학생 48.4%(N=280)로 총 579부 

이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2010년 9월16-10월2일)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2010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다.  

2. 측정도구

1) 인터넷 중독 

김동일 외(2008)의 20문항의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

가진단검사(K척도 Short form: KS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6가지 요인의 일상생활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으로 구

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

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KS척도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점 46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14점 이상, 금단 10점 이상, 내성 12점 이상이라

면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41～45점 사이거나, 일

상생활장애 13점이거나, 금단 9점이거나, 내성 10～11
이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만

족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는 .88로 나타

났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부의 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Grych et al 
.(1992)가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이정덕, 권영옥(1997)이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갈등성질요인을 나타내

는 부부갈등의 강도, 빈도, 해결의 3개 하위척도 19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
서 ‘매우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91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

묘연(2000)의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 척도와 이민식

(1999)의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이정옥

(2004)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긍정적 양육태도 6문항, 부정적 양육태도 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인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8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85로 

나타났다. 

4) 부모의 감독과 통제

부모의 감독과 통제 척도는 이시형 외(2000)가 개발

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직․

간접적 감독 및 통제 등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도

구를 조춘범(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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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백분율(%)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29 5.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132 22.8

일반사용자군 418 72.2

합      계 579 100.0

<표 1>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

척도는 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통제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60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χ² 검정, One Way 
ANOVA,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

KS-척도 채점 방법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들을 고위

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나누었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1>와 같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29명으로 전체의 5.0%, 잠재적 위험사용자

군은 132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하고 일반사용자

군은 418명으로 72.2%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

자의 27.8%가 잠재적 위험 또는 고위험 인터넷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가정환경과 인

터넷 사용의 차이

1)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별에 따라 가정환경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표 2>와 같다.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고위험/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을 세 분류로 나누어 가정환경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유의수준 p<.001에서, 어머니 학

력과 아버지 직업은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족 수, 형제자

매 수, 부모의 결혼상태, 아버지 학력, 부모님 직업 유

무, 어머니 직업, 경제적 수준, 부모님의 컴퓨터 사용 

유무, 인터넷 사용 시 부모님의 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은 남아에게서 그리고 모

의 학력이 낮거나 높을 경우에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이 판매 및 생산직 등일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차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는 <표 3>과 같다.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고위험/잠재적 위험군/일반사

용자군)을 세 분류로 나누어 인터넷 사용을 분석한 결

과 인터넷 사용 장소와 인터넷 지속 시간은 유의수준 

p<.001에서, 인터넷 이용용도는 유의수준 p<.01에서, 
그리고  인터넷 시작 시점과 성적수준은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인터

넷 사용 시기, 인터넷 사용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을 PC방을 이용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하며, 인터넷 지속시간이 길며 인터넷 게임

을 할 때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고, 그리고 학교 성적

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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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수준별

χ²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성별
남자 21 72.4 91 68.9 187 44.7

28.806***여자 8 27.6 41 31.1 231 55.3
합계 29 100 133 100 418 100

가족수

2명 0 .0 1 .8 1 .2

3.564
3명 6 20.7 18 13.6 52 12.4
4명 17 58.6 74 56.1 242 57.9

5명 이상 5 17.2 34 25.8 116 27.8
합계 28 96.6 127 96.2 411 98.3

형제

자매

수

1명 3 10.3 10 7.6 45 10.8

1.344
2명 19 65.5 89 67.4 265 63.4
3명 6 20.7 25 18.9 81 19.4

4명 이상 1 3.4 5 3.8 17 4.1
합계 29 100 129 97.7 408 97.6

부모

결혼

상태

초혼 22 75.9 117 88.6 376 90.0

8.238
재혼 2 6.9 1 .8 6 1.4
별거 1 3.4 2 1.5 10 2.4
이혼 3 10.3 8 6.1 23 5.5

합계 28 96.6 128 97.0 415 99.3

부학력

초졸 이하 1 3.4 0 .0 2 .5

8.848

중졸 1 3.4 3 2.3 12 2.9
고졸 6 20.7 37 28.0 118 28.2
대졸 10 34.5 66 50.0 192 45.9

대학원 이상 7 24.1 21 15.9 74 17.7
합계 25 86.2 127 96.2 398 95.2

모학력

초졸 이하 2 6.9 0 .0 3 .7

24.361**

중졸 1 3.4 2 1.5 11 2.6
고졸 11 37.9 51 38.6 134 32.1
대졸 6 20.7 62 47.0 194 46.4

대학원이상 7 24.1 12 9.1 55 13.2
합계 27 93.1 127 96.2 397 95.0

부모직업

유무

맞벌이 19 65.5 80 60.6 228 54.5

3.917
외벌이 9 31.0 47 35.6 177 42.3

부/모 무직 0 0 4 3.0 9 2.2
합계 28 96.5 131 99.2 414 99.0

부직업

전문/사무직 12 41.4 66 50.0 245 58.6

20.270**

판매/생산직 12 41.4 35 26.5 95 22.7
가사 0 .0 0 .0 1 .2
무직 1 3.4 1 .8 0 .0
기타 2 6.9 25 18.9 60 14.4

합계 27 93.1 127 96.2 401 95.9

모직업

전문직 5 17.2 31 23.5 96 23.0

11.720

판매 11 37.9 39 29.5 102 24.4
주부 5 17.2 40 30.3 160 38.3
무직 1 3.4 3 2.3 8 1.9
기타 5 17.2 16 12.1 34 8.1

합계 27 93.1 129 97.7 400 95.7

경제적

수준

상 6 20.7 30 22.7 99 23.7

3.100
중 22 75.9 97 73.5 311 74.4
하 1 3.4 5 3.8 6 1.4

합계 29 100 132 100 416 99.5
부PC

사용여부

예 21 72.4 105 79.5 345 82.5
2.310아니요 8 27.6 26 19.7 71 17.0

합계 29 100 131 99.2 416 99.5
모PC

사용여부

예 17 58.6 74 56.1 266 63.6
2.585아니요 11 37.9 57 43.2 148 35.4

합계 28 96.6 131 99.2 414 99.0

부모님

태도

무조건 반대 3 10.3 5 3.8 15 3.6

12.716

시간 정해줌 15 51.7 94 71.2 301 72.0
같이함 4 13.8 7 5.3 18 4.3
간섭無 4 13.8 20 15.2 56 13.4
기타 3 10.3 4 3.0 26 6.2

합계 29 100 130 98.5 416 99.5

<표 2>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 p < .01, *** p < .001  (N값은 결측 빈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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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수준별

χ²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사용

장소

집 23 79.3 118 89.4 387 92.6

28.822***

학교 0 .0 2 1.5 5 1.2
PC방 6 20.7 10 7.6 10 2.4
친구집 0 .0 1 .8 3 .7
기타 0 .0 0 .0 10 2.4

합계 29 100 131 99.2 415 99.3

시작

시점

5학년 0 .0 4 3.0 17 4.1

16.131*

4학년 3 10.3 16 12.1 47 11.2
3학년 5 17.2 19 14.4 85 20.3
2학년 2 6.9 33 25.0 120 28.7
입학전 19 65.5 56 42.4 144 34.4

합계 29 100 128 97.0 413 98.8

지속

시간

1시간미만 3 10.3 27 21.5 193 46.1

127.285***3시간미만 12 41.4 89 67.4 207 49.5
4시간이상 14 48.2 15 11.4 14 3.3

합계 29 100 131 99.2 414 99.0

인터넷

이용

용도

게임 21 72.4 68 51.5 171 40.9

26.342**

이메일 0 .0 0 .0 2 .5
정보검색 0 .0 4 3.0 41 9.8
홈피관리 2 6.9 11 8.3 59 14.1

채팅 0 .0 1 .8 6 1.4
다운로드 1 3.4 7 5.3 26 6.2

합계 24 82.8 91 68.9 305 73.0

성적

수준

상 13 44.8 62 47.0 207 49.5

16.784*중 10 34.5 50 37.9 145 34.7
하 6 20.7 20 15.2 62 14.8

합계 29 100 132 100 414 99.0

<표 3>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N값은 결측 빈도에 따라 다름)

3.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

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의 차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별(고위험/잠재적 위험군/일반

사용자군)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

제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별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 부부갈등 강도에서는 유의수준 p<.001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등해결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 수준

별에 따라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유

의수준 p<.01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별에 따른 부모의 감독 

및 통제에서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부모의 부부갈등의 빈도를 많이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강도에서는 고위험군이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보다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에서도 일반사용자군이 고위험군과 잠

재적 위험군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고

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은 일반사용자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부모 감독과 통제는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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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수준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부

부

갈

등

갈등

빈도

고위험군(a) 2.38 .820
11.952*** a>c

b>c
잠재적위험군(b) 2.03 .741
일반사용자군(c) 1.81 .696

갈등

강도

고위험군(a) 2.41 .867
12.867*** a>b,c잠재적위험군(b) 1.99 .715

일반사용자군(c) 1.80 .684

양

육

태

도

긍정적

고위험군(a) 2.96 .602
6.941** a,b<c잠재적위험군(b) 2.96 .756

일반사용자군(c) 3.19 .636

부정적

고위험군(a) 1.77 .529
13.093*** a>c

b>c
잠재적위험군(b) 1.59 .612
일반사용자군(c) 1.39 .489

감독 및 통제

고위험군(a) 2.23 .515
3.846* a<b,c잠재적위험군(b) 2.52 .552

일반사용자군(c) 2.52 .566

<표 4>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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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군이 고위험군에 비해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초등학

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초등학생 고

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별에 따른 가정환경

과 인터넷 사용특성의 차이와 더불어,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터넷 중독 수준

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579명 중 고위험군 5.0%, 잠

재적 위험군 22.8%, 일반사용자군은 72.2%로 나타났

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율 결과 2007
년 고위험군 1.5%, 잠재적 위험군 10.5%, 그리고 

2008년 고위험군 1.6%, 잠재적 위험군 11.2%로 보고

한 것보다 본 연구의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의 경

우에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행정안전부(2009)의 연구결과, 인

터넷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인터넷 중독 연령도 점

점 낮아져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2010년에도 전년대비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따라서 초등학생 인

터넷 중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을 낮추기 위해 주위의 관심

과 인터넷 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외에도 예방차원에서의 인터넷 사용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별 가정환경과 인터

넷 사용을 분석한 결과 성별,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

업, 인터넷 사용 장소, 인터넷 시작 시점, 인터넷 지속 

시간, 인터넷 이용용도, 성적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서 남학생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많고, 여학생은 일반

사용자군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지

지하고 있다(김신옥, 2010; 백지은, 2009; 설인실, 
2004; 신경선, 2004; 이금화, 2010; 이현동, 2007; 조

미헌, 2004). 이는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주로 하며 

기계에 익숙하고 유아기부터 조립을 요하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았으며, 게임의 주 내용이 격투, 전투, 
축구, 야구 등 전쟁과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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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심란희, 2004).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자

녀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

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에서는 잠재적 위험군이 많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때와 낮을 때 모

두 자녀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 고위험/잠재적 위험군

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김신옥(2010)의 연구에서 부모

님의 최종학력은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요즘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생활 곳곳에서 인터넷 

사용을 요하는 환경 때문에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판매/생산직’ 일 때 자

녀의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

업이 ‘전문직/사무직’ 일 때 일반사용자군이 많이 나타

났다. 이는 전경희(2007)의 연구에서 부모님의 인터넷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네티켓(Netiquette: 
Network + Etiquette) 점수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처럼,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사무직’일 때 직장에서 

컴퓨터 사용이 많고 인터넷 지식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가 ‘판매/생산직’ 의 직업을 가졌을 때 

컴퓨터 사용이 적고 직업에 따른 인터넷 지식 점수도 

낮은 것에서 유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환경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별 차이 검

정에서 가족 수, 형제자매 수, 부모의 결혼상태, 아버

지 학력, 부모님의 직업 유무, 어머니 직업, 경제적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는 

김양옥(2009)의 연구에서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동거여부, 형제유무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무관하다

는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부모님의 직업 중에서도 아버지 직업에서만 차이

가 있고 어머니 직업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을 볼 때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 아동이 인터넷 중독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

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율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가족 구성원에 따른 가정

환경은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 크게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라 분

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 장소, 인터넷 시작 시점, 인터

넷 지속 시간, 인터넷 이용용도, 성적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터넷 사용 시기, 인터넷 사용 이유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인

터넷을 PC방을 많이 이용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하며, 인터넷 지속시간이 길며 인터넷 게임을 할 

때  상대적으로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낮은 경우에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터

넷 이용 시간이 길수록, 게임이나 오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할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영희, 2002; 박

정은, 2001; 박화자, 2006; 오현화, 2002; 이시형 외, 
2000)와 일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

았기에, 성적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에서 빈도, 강

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

도, 부모 감독과 통제는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이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

부갈등에서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공격적, 회피적 대처

행동으로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

업태도가 저하되어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된다는 연

구결과(안경희, 2007; 정은정, 2004)들과 부모간 갈등

이 높을수록 인터넷 고몰입, 고중독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부정민, 2007)를 지지한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잦고 그 강도가 높으면 자녀는 부모

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하게 되고 또래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

육태도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가중시키는 환경적 요

인으로 자녀의 인터넷 사용 욕구를 증가시켜 인터넷 

중독으로 기인하게 한다(장재홍, 2004). 
그리고 아동이 부모의 감독과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

록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김기숙, 김경희(2009)의 연구에서 부모가 감

독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전춘애 외(2008)의 연구에서는 부

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많이 할수록 인터넷

에 더 중독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설인실(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

른 부모의 관심 방법에 따라 아동의 인터넷 경향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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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

로 지원할 때 일반사용자군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관

심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자녀가 인터넷 사용 시 부모의 무조건적 통제와 감독

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적절한 통제를 할 때 아동의 인터넷 중독

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도 각별한 지도와 관심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

역시 다섯 개 구에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6학

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

등,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

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연구한 결과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서 부부갈등 빈도

와 강도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 상담을 통

한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환경적 요인 및 부모와 관련된 기

초적 자료를 제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10대들의 건

강하고 건전한 인터넷사용을 위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부모 감독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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