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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군 생활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군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은 군 생활부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가족기능을 매개하여 군 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은 가족기능을 통해서 군 생활부적응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고, 가족기능은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
준이 군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입대 전에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고 가족기능 수준이 낮은 병사들을 위하여 군과 가족을 포함한 융복합적
인 차원에서 군 생활적응 프로그램 및 전문적 개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병사, 인터넷중독, 가족기능, 군 생활적응, 군 생활적응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ernet addiction and maladaptation among soldiers and 
to ascertain how family function mediated among army soldi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13 soldiers currently serving  military service and was analys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ternet addiction had a direct effect on military adjustment and family 
function mediated military adjustment. Moreover, internet addiction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family 
function, family function had a partial mediat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military 
adjustment among army soldi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to develop preventive 
and therapeutic programs to enhance army soldiers military adjustment.

Key Words : Soldiers, Internet addiction, Family function, Military adjustment,  Military adjust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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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병역의무를 갖고 태어나며 고등

학교를 졸업하면 병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에 입

하는 병사들은 부분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연령인 

19-24세이며 스트 스에 한 효율  처가 아직은 미

숙한 단계이다[1]. 따라서 군 생활에서 개인의 욕구와 군

의 조직통제로 인한 부조화로 불안이나 갈등과 같은 다

양한 부 응문제와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2013년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0명에 이르 고 최근 10

년간 매년 평균 79.8명이 사망하 으며 이  폭행과 자살

사고가 68.4%를 차지하고 있다[2]. 2006년 국가인권 원

회에서 실시한 군복무 부 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

들 10명  1명 이상이 편집증, 감, 신체화, 인민감

성 등과 같은 부 응 증상을 보 으며[3], 2007년 안 의 

등의 연구에서도  병사들의 약 11%가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에서 부 응을 나타냈다[4]. 병사들의 이러한 

부 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요한 문제이고, 사회  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진행된 군 생활 부 응과 련된 선행연구들

은 주로 부 응에 향을 주는 요인에 집 된 편이었다. 

이들을 분류해 보면, 첫째, 심리  향요인으로 소외감

[5], 외부사회와의 단 [6], 스트 스[7,8,9,10,11], 자아존

감[12] 등이 있다. 둘째, 인간 계 향요인으로 선임병

과의 갈등요인[12], 상 자의 억압, 하 자와의 원만치 못

한 계형성의[6,13,14]어려움들이 병사의 병 생활 응

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악할 수 있다[15] 그밖에 

군 생활부 응의 원인을 가족 내의 변화, 인터넷의 보

이나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8], 자기통

제력  우울과의 연 성이 제시되기도 한다[16].

최근에는 군 부 응 련 변인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

 변수들과 함께 가족기능이나 인터넷 독과 같은 새로

운 정신건강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근래 주목받

는 행 독인 인터넷 독 문제를 다룬 한인  등[17]의 

연구에서는 조사 상인 군 병사  인터넷 독성향군이 

10.7%로, 입   인터넷 독 경험 수 과 주  외로

움, 자기통제력이 병 생활 응 수 에 한 상 계

가 있음을 도출하 다.

한편 군 부 응과 가족 요인들의 련성은 이미 연구

자들의 심을 받아왔는데, 병사들의 자기분화와 가족투

사  가족단 이 군복무 부 응과의 련성이 나타났다

[18]. 병사들은 계 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과 가정 형

편이 좋을수록, 진로가 희망 일수록 병 생활 응이 

수월하다고 응답하 고[19], 가족응집력도 더 높은 차원

에 속할수록 인터넷 독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20]. 

가족 기능과 련된 변인들은 개인의 자기통제력에 향

을 주며[21],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사용에 긴 한 련성

을 가진 요 요인이기도 하다[22]. 

이처럼 병사들의 군생활 부 응의 요한 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입   인터넷 독 수 에 자기통제력이 

요하게 작용하며,  자기통제력은 가족 기능과 상호연

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23,24]. 지 까지 진행된 군생

활 부 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독과 가족 련 

요인을 각기 별도의 선행요인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았으

며, 특히, 가족기능의 매개  역할보다는 선행 요인으로

서의 역할에 심을 두는 편이었고, 군 병사 부 응의 원

인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단선  인과론에 치 해 있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인터넷 독과 련된 군생활부 응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응이란, 개

인이 사회 , 환경  요구와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

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 으로 처하는 능력

이며,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실 시키기 해 환경을 

최 한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25,26,27,28,29]. 한편 군 

생활 응은 병사가 자신의 병역의무에 해 가지는 태도

로서, 군의 조직문화를 수용하고 흡수되는 과정이고[19], 

군 조직에서 개인의 기 감  욕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

되고 있는 상태로 본다[30].

한편, 군 생활 부 응은 군 조직 환경과 개인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응하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의 가치나 규범이 개인의 생

각이나 삶과 다르다고 해서 수용하기 힘들어하고, 군의 

요구나 명령을 부정 으로 받아들여 임무를 제 로 수행

하지 못하고 맡은 역할에 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을 군 생활 부 응이라고 한다[31].

지 까지 군 생활 부 응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군 생활 부 응의 정의와 개념에 을 둔 연구

들이[7,19,32,33,34]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

음으로는 부 응 증후와 증상에 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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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부 응 병사들은 인기피, 강박 념  강박행

동,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나타냈으며[35], 질병군을 분

류해보면 신경증 27.7%, 성격장애 25.8%, 정신증 18.7%, 

등으로 나타났다[17].

군복무부 합자로 정받은 병사들의 정신장애증상

에는 신체화  신경증  장애, 정서 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 개심, 공격성 성향[36] 등이 있다. 구승신[19]은 

군 생활 부 응의 표  증상인 자기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폭행, 강력사고나 군기사고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

타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군복무 

부 응의 증상과 질병을 분류하고 부 응의 결과를 제시

하는 연구들로, 군 생활 부 응을 래하는 다양한 선행 

요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군 생활부 응에 인터넷 독이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고 있다. 

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편의와 혜택을 리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과 문제들이 차 심화

되고 있으며, 사회  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독은 도박 독과 더불어서 표 인 행

독으로서, 마약 독  알코올 독과 같은 물질 독과 

마찬가지로 심리  장애, 인 계, 사회  장애 등을 유

발한다는[20] 일반  인식이 지배 이지만, 인터넷 독

의 구체  진단기 과 는 하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한 논란이 지속 으로 발생해 왔다[37,38]. 이에 미국정

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하 

APA)는 인터넷게임 독을 진단할 수 있는 9개의 진단기

1)을 2013년  ‘정신질환 진단  통계편람’(Diagnostic 

1) APS의 인터넷게임중독 진단기준 9가지
몰두(preoccupation): 인터넷게임에 몰두/전념을 의미함. 인터넷
게임이 일상에서 가장 지배적 활동이 됨(behavioral salience).
금단 증상(withdrawal symptoms):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슬픔/짜증(irritability)등이 나타나고, 약리학적 금단 현상
은 관련되지 않음.
내성(Tolerance): 이전과 같은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게
임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함.
조절실패(재발, unsuccessful attempts): 게임량 축소나 게임 중
단 등)에서 거듭된 실패를 의미함.
관심 상실(Loss of interests): 이전에 즐기던 취미나 오락 등에 
대해 관심이 상실됨을 의미함.
지속적인 과도한 이용(continued excessive use):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게임을 계속 함.
기만(Deception): 가족구성원, 치료상담사 또는 다른 사람들에
게 게임이용량에 대해 거짓말을 함.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 

5 (DSM-5)[39]에 제시하고는 있으나, 인터넷게임 독

를 DSM-5에 공식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Section-III’

에 포함시켰다. 이는 인터넷게임 독에 한 임상 자료

와 과학  근거를 축 하여 향후 발간되는 DSM-6에 정

식 질환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사  비 과정이다[40]. 

국내의 표  표 화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

넷게임 독척도’이다[41]. 이 척도는 인터넷 독 진단척

도(K-척도)를 인터넷게임 독에 맞게 변형한 것인데, 

K-척도와 동일하게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일상생활장

애’, ‘내성과 통제력 상실’, ‘ 단과 부정  정서경험’, ‘가

상세계 지향’라는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된 진단기

이다.

군 병사들의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에 한 연구

를 살펴보면, 한인  등은[17] 징병검사 시에 인터넷 독 

스크리닝의 필요성과 더불어 심각한 인터넷 독자들은 

입  연기 는 치료 후 입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재 군에서는 병사들의 자기계발을 목 으

로 군  내부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방지침에 따라서 

병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이나 사이버 교육 등

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가동 이기는 하나[42], 그런 시

책의 실효성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우리사회의 인

터넷 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생활 부 응과 

인테넷 독의 련성 연구는 상 으로 미진한 실정이

다. 따라서 군 부 응 병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로그램을 극 으로 개발하기 해서는 군생활 부 응

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가족기능과 군생활부 응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족

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고 필수 이다. 특히 

가족이 기능 인가 역기능 인가 하는 문제는 일생을 통

해서 가족구성원들 각자에게 지 한 향을 미친다[43].

부정적 기분의 모면(mood modification): 무기력함/불안/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회피, 완화하려고 인터넷게임을 함.
갈등(conflict): 인터넷게임 때문에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
경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상실하게 됨.
출처: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p.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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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심리 , 사회  건강에 하여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은 원활한 가족 과정과 성숙한 가족 계를 의미하

는 가족기능성(family fuction)이란 개념을 요하게 다

루어왔다[44]. 가족의 기능성은 역기능  가족과정과 기

능  가족과정을 별함으로써 평가되는 개념으로, 가족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가족상담  치료분야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45]. 가족기능의 하 요인으로는 가족응

집성과 가족 응성이 있는데, 첫째로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한 정서  경계와 개인  자율성의 정도

로, 가족구성원들이 심리 으로 얼마나 착되어 상호의

존  계를 유지하는지를 의미한다[46]. 두 번째 가족

응성은 가족구성원 간의 권력구조, 계규칙, 역할 계들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가족

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한다[47]. Olson등[48]은 가족 응

성이 경직 수 , 구조  수 , 융통  수 , 혼동 수  

에서 융통  수 인 경우에 건강한 가족 계가 진되며, 

가족응집성도  극단 으로 착된 수 (총  40-50 )보

다는 연결된 수 (총  33-39 )의 가족구성원들이 건강

하다고 하 다[49]. 그러나, 이 척도를 번안한 귀연의 

연구[70]에서는 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성과 가족응집

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가족기능과 군생활 부 응이 직  혹은 간 으로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8～2009년까지 발생한 군 

자살사고 156건에 한 연구에서 자살의 군 외 인 요인

으로는 가정환경이 21%(32건)로 가장 많았고, 군 내부 

요인은 군 생활부 응 24%(38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0].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 생활에 부 응한 병사들에게 

가족 요인이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50].

한편 구용근[51]은 인터넷 독과 유사한 독인 스마

트폰 독과 련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기

통제력을 완 히 매개하여 스마트폰 독에 향을 다

고 밝힘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요성을 강

조하 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가족 계나 가족기능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자녀의 심리  기능 혹은 능력들이 

군 생활 응에 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측하게 한다.

비교  최근의 연구들은 군 병사들이 지각한 부모와

의 상 계와 군 생활 응간에 정  상 계를 시사

하고 있으며, 부모와 안정  상 계를 맺고 있는 경우

나, 자기격려가 높은 병사일수록 군 생활 응력이 높음

을 시사하고 있다[52].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병사들

의 심리  안정에 향을 미치고 이런 심리  안정성이 

군 생활 응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시

사해주는 군 생활 부 응과 가족기능간의 련성에 근거

하여 가족기능이 군생활부 응에 향을  수 있는 요

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인터넷 독과 가족기능에 한 논의를 자

기통제이론을 근간으로 살펴보면, 개인들은 부모와의 

계 속에서 자기통제력이 작동하고 가족기능을 자기통제

력에 한 주요 향 요인이라고 한다[21]. 여러 연구자

들은 가족기능과 인터넷 독과의 련성에 해서 가족

기능을 나타내주는 가족 의사소통이 인터넷 독의 선행 

요인인 동시에 결과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 일수록 자녀들의 인터넷

독 험성이 증가하며[54], 개방  의사소통을 하는 가

족은 폐쇄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보다 인터넷 독 성향

이 낮다고 주장하 다[55].  부모의 불일치한 양육 태

도가 스마트폰 독과도 련성이 있음이 밝 지고 있다[5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가

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하고 사회 활동 참여정

도가 어든다고 주장한 Kraut 등[57]의 연구결과와 일

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진희와 김경신[58]의 연구에서 

학생의 가족기능이 인터넷 독에 직  향을 미치고 가

족기능이 심리  기능을 통해 인터넷 독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 게 가족기능과 인터넷 독이 상호작용하는 계

에서 인터넷 독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연구를 살펴보면[59]. 김교헌[60]과 장재홍[61]의 연구에

서도 인터넷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와

의 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박 희[62]의 연구에서는 인

터넷 독 성향이 높을수록 역기능  의사소통 수가 높

았으며, 이 주[63]과 염 란[6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군이 비 독군에 비해 가족 의사소통 수 이 더 낮았

으며, 한 병사들의 가정 소득수 에 따른 입   인터

넷 독 성향은 하  소득계층에서 더 많은 병사들이 인

터넷 독 문제가 있음을 지 하 다[65]. 군 병사  가

족의 소득수 이 낮으면서 인터넷 독 성향이 높은 병사

에 해서는 특별히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 다

[66]. 한 장갑수[67]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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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게임 독에 가족기능이 매개한다고 주장

하 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독과 가족

련 변인  응이나 부 응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은 

개 청소년이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군 병사를 상으로 그들의 

입   인터넷 독 수 과 가족 기능  군생활 부 응

을 다룬 연구는 거의 살펴보기 어렵고, 이들 세 변수를 

구조모형으로 설계하여 향 계를 악하려는 시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변수로 

설정한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 수 과 결과변수인 

군 생활 부 응간의 인과  계와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를 경험 으로 검증하는 것은 병사들의 인터넷 독 문제

에 한 방 , 치료  개입과 가족기능 제고를 한 

문  개입을 정책화하는데 그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병사들의 인터넷 독 문제

를 사 에 선별하여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기

능이 원활하지 못한 병사의 가족을 한 로그램과 군 

생활 응 로그램을 한 정책 ㆍ실천  시사 을 제

공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는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따르는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 수 , 군 생

활 부 응, 가족기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병사들의 군 입   인터넷 독 수 이 

결과변수인 군 생활 응에 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3. 병사들의 군 입   인터넷 독 수 이 

매개변수인 가족기능에 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이 입   경험한 인터넷

독 수 이 군 생활 부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인터넷 독이 군 생활 부 응에 향을 주는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하 다. 군 병사

의 입   인터넷 독 수 을 선행변수로, 군 생활 부

응을 결과변수로, 가족기능을 매개변수로 하여 변수간의 

구조  계를 악하고 매개효과가 있는지 악하기 

해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 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 수 과 군생

활 부 응 간의 향 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이므로, 재 군에 복무 인 병사들을 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은 편의표집으로, 0000지

역에 소재한 00사단 하 부 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에 00사단측의 승인

을 거쳐 2015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지 350부를 병

사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40

부로 이  훼손  무성의하게 답변한 경우를  제외하고 

31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2.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병사들의 인구사회학  특

성에 한 문항들, 군생활 부 응, 가족기능, 입   인

터넷 독 수 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2.3.1 가족기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가족기능을 악하기 하여 

Olson[68]와 Lavee[69]가 개발한 가족 응성  응집성 

평가도구인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를 귀연[7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의 하 척도는 가족응집성(10문항), 가족 응성(10

문항)이고, 총 20문항 5  Likert척도이고 수가 높을수

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은 총 기 으로 과잉분리 수 (10-25 ), 

분리 수 (26-32 ), 연결 수 (33-39 ), 착수 (40-50 )

으로 구분해서 단하며, 이  ‘연결 수 ’을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단한다. 가족 응성은 총 기 으로 경직 

수 (10-20 ), 구조  수 (21-24 ), 융통  수

(25-29 ), 혼동 수 (30-50)으로 구분하며, 융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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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귀연[70]의 척

도에서는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의 한계를 지 하고 ‘ 착수 ’ 집단을 ‘매우 연

결된’ 집단으로, ‘혼동수 ’ 집단을 ‘매우 융통 인’ 집단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연구의 결과에서도 가족응집성 

수 이 ‘더 연결된’ 집단일수록, 가족 응성 수 이 ‘더 

융통 인’ 집단일수록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연[70]의 척도

를 사용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 응성 수 을 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3이었다.

2.3.2 군 인터넷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 성향을 

평가하기 해 신응섭 등[36]이 개발한 ‘군 병사용 인터

넷 독 진단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를 인터넷 사용

이 제한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과거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군 병사용 인터넷 독진단척도는 하

요인들의 내 일 성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과거 인터넷 독 성향이 있는 병사의 재 병 생활

를 측하게 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36]. 본 척도

의 수가 높을수록 독성향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군 병사용 인터넷 독진단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신응섭 등[36]의 연구에서 Cronbach'α=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α= .938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2.3.3 군생활적응척도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부 응을 악하기 

하여 군복무 합도검사  일부를 활용하 다. 이 검

사는 군의 신 인성검사에 포함된 것이며, 징병  입 단

계에서 복무 부 합자와 복무  사고  부 응 측자

를 조기 선별하기 해서 개발된 검사이다[71]. 이 검사

는 반응왜곡척도, 정신병리척도, 내용척도, 특수척도, 사

고 련척도 등을 포함하여 총 1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내용척도 에서 행동

통제에 한 9문항이다. 각 문항은 ‘ (1 )’, ‘아니오(2

)’의 2  척도이고, 수가 높을수록 군생활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 α= .67이다.

2.3.4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  문항은 문헌고찰을 통해 학력, 계 ,  연

령, 복무기간으로 구성하 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의 인터넷 독 수 이 가족기

능을 매개로 군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

다. 연구모형은 SPSS 21.0 로그램과 AMO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평균값 산출, 각 측정도구의 신뢰

도 검증, 확인  요인분석 통한 타당도 확인, 측정모형의 

합도 확인, 연구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고 직․간 효

과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합도는 카이자승 

통계량 χ²와 GFI, RMSEA를 통해 합도를 평가하

고, TLI와 CFI를 통해 상 합도를 평가하 다.  매

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

조사 상자들의 학력은 문   4년  재학 인 사

람이 69.4%로 가장 많고 고졸이하 27.4%, 문   4년

 졸업 2.6%, 석사과정 이상 0.6%로 나타났다. 계 은 

이등병 14.1%, 일등병 43.4%, 상병 31.2%, 병장 14.1%로 

나타났다.

division frequency %, Average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Attending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ed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higher

85

215

8

2

27.4

69.4

2.6

0.6

Military rank

Private

Private First Class

Corporal

Sergeant

35

135

97

44

11.3

43.4

31.2

14.1

age(year) 310 21.79

Military service eriod(month) 311 10.29

* Non-response has to handle missing valu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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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병사들의 인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과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4.2.1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군 병사의 인터넷 독 수

은 체로 가족기능과 군 생활 응에 부 (-)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일변량이 정상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해 왜

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값은 3보다 작고, 

첨도는 값이 10보다 작아야 정규성에 배되지 않는

데[72], 왜도는 값이 .252 - 2.30, 첨도는 값이 

.276 - 6.20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한 정규분포

성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킨다.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Family

Functi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1

Family Function -.321** 1

Adaptation to military 

life
-.462** .304** 1

Skewness .252 -.429 -2.30

Kurtosis -1.06 .276 6.20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4.2.2 모형검증

군 병사의 인터넷 독, 가족기능, 군생활 응 간의 

향 계를 살펴보기 에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먼  측정 변인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잠재 변인과 측정변인 간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

성을 검증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모형의 

합성을 검증하 다.

모형의 합도 지수인 χ²값이 각각 48.790으로 나

타났고 유의확률은 p=.000으로 나타났으며, χ²값은 표본

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른 합도와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72]. 

다른 합도 지수들을 평가한 결과, 표본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 TLI와 CFI가 .938과 .962로 나타나 좋은 

합도 기 인 .90보다 높고, GFI가 .962로 좋은 합도 

기 인 .90보다 높으며, RMSEA는 .077로 나타나 합한 

합도 기 인 .05～.08에 속하 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수용 가능함을 검증하 다(<Table 

3> 참조).

χ²(p) df TLI CFI GFI RMSEA

Model 48.790(.000) 17 .938 .962 .962 .077

<Table 3> Fit of Model

구조모형의 합도를 평가한 후 주요 변수들 간의 

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2]에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독 → 가족기능(β= -.397, 

CR=-5.748, p=.000), 가족기능 → 군생활 응(β=.189, 

CR=1.987, p=.047), 인터넷 독 → 군생활 응(β =-.243, 

CR=-2.352, p=.019)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보

면, 인터넷 독은 가족기능에 부 (-) 향을 미치고 가

족기능은 다시 군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인터넷 독은 직 으로 군생활 응에 부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군병사의 인터넷 독 수 이 높

을수록 가족기능이 낮아지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군 생활 응 수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입   

인터넷 독 수 은 군 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군병사의 입   인터넷

독 수 이 군 생활 응에 미치는 향 계에서 가족

기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th
Estimate

SE CR P
B β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
Family 

Function
-.702 -.397 .125 -5.748 .000

Family Function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009 .189 .005 1.987 .047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022 -.243 .009 -2.352 .019

<Table 4> Path - coefficiency of internet addiction 
influences on family function and 
military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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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매개효과 검증

병사의 인터넷 독 수 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직  

효과는 -.397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이 군 생활 응에 미

치는 직  효과는 .189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의 계에서 가족기능을 매개로 한 간 효과는 

-.075(-.397×.189)로 나타났다. 직, 간 효과를 살펴본 결

과, 군병사의 입   인터넷 독 수 은 군생활에 직

으로 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기능이라는 매개변수

를 통해 군생활 응에 향을 주었다.

[Fig. 2] Structural Model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 다. 검증결과, 군병사의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계에서 가족기능의 간

효과는 유의확률 p= .014수 에서 유의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   인터넷 독 수 과 군생활 응의 

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Table 5> 참조).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

Boot

-strapping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
Family 

Function
-.397 - -.397

Family 

Function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189 - .189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243 -.075 .319

p = 0.014 

<

⍺ = 0.05

<Table 5>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군병사의 인터넷 독 수 은 직

으로 군생활 부 응에 향을 미치는 한편 가족기능

을 매개하여 군 생활 부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터넷 독의 가족기능을 통한 간 효과가 나타

나, 가족기능이 입   인터넷 독과 군 생활 부 응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군 병사들이 입   경험한 인터넷 독 수

이 군 생활 부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가족기

능이 인터넷 독과 군 생활 부 응의 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역 군인 313명을 상으로 조

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독 수 과 가족기능, 인터넷 독 수

과 군 생활 응 간에는 부 (-) 상 이, 가족기능과 군 

생활 응에 정 (+) 상 계가 나타났고, 제시된 연구

모형도 수용 가능하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독 

수 과 가족 요인간에 부  상 이 밝 진 것과[10,50]유

사한 결과이다.

둘째, 구조모형의 합도를 평가한 후 주요 변수들 간

의 계를 확인한 결과 입   인터넷 독 수 이 높을

수록 가족기능에 부 (-)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은 군 생활 응에 정 (+)인 향을 주어서 가

족기능이 높을수록 군 생활 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인터넷 독은 직 으로 군 생활 응에 부

(-)인 향을 으로써, 입   인터넷 독 수 이 높

을수록 군 생활에 응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윤병권[8]과 한인  등[17]의 연구에서처럼 입   독 

경험 수 이 높을수록 통제력이 부족하여 병  응 수

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시형 등의 연구[74]와 하연미

[54]의 연구에서처럼 비효율  가족 의사소통과 인터넷

독의 상당한 부  계를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직   간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 수 은 군 생활에 직

으로 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기능이라는 매개변

수를 통해서 군 생활 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

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인 Adams[75]], Wong, Deman과 

leung[76], Heider 등[77], 황선 [78], 최나 [79], 서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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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김정은[8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가족기능

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

에 집 하여 연구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

터넷 독 방에 가족의 참여와 개입의 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81]. 

본 연구의 이런 결과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리  장애를 받는 환경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인터넷 독이나 몰입 증상이 개선되기는 어려우며, 

인터넷 단 로 인한 공백을 건 하고 다양한 치료  

안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요하다는 오혜  등의[82] 연

구 결과와도 유사하며, 행 독의 향력을 물리  격

리만으로는 감소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 군에서는 스마트교육을 극 도입하고 국

방 분야에 성공 인 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83], 인

터넷을 활용한 교육 환경을 구비하고 극 장려하는 과

정에 병사들이 노출되기 에 인터넷 독 스크리닝 검사

를 문화하고 그에 따르는 효과  개입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시 하다.

둘째, 인터넷 독과 군 생활 응과의 향 계 속에

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독 문제가 있는 병사들의 가족기능에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병사들의 가족기능을 악하기 한 

정보 수집과 가족과의 의사소통 시도가 필요하며, 가족

상담  가족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좀 더 구체 인 방법 

를 들면, 군상담 체계를 통한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병사들의 입   인터넷 독 수 이 가족기능

과 군 생활 응에 직  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므로, 인터넷 독 수 에 한 정확한 악과 군 

내부의 상담  치료 체계에 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독에 한 우리 정부의 정책  딜

마가[84]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

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

가 가능한 군부 를 편의 표집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인터넷 독이 군생활 부

응에 향을 주는 계에 작용하는 많은 심리사회 인 

요인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이다. 향후에는 군 

병사의 입   인터넷 독의 향력이 군 응에 향

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에 한 종  연구와 질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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