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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기·충청 지역 고교생 34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
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일수록
공격성이 높았고, 사회불안을 크게 느꼈다. 그리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클수록 페이스북 중독 가능성
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과 사회불안이 각각 완전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을 예측하는 단일 변인으로 유의하지 않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높여 페이스북 중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 매개효과

Ⅰ. 서론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스마트폰 사용의 67.3%를 차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김보현, 서경현,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SNS는
페이스북인 것으로 나타났고(노영, 2016; 이상호, 고아라,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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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입자수는 18억명을 넘어섰다(지니넷 코리아, 2017. 04. 27). 그런데 SNS 사용량이 증

·

·

가하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

· ·

탈감을 느끼는 현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일컫는 ‘카 페 인’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세
계일보, 2017. 04. 16). Flores(2016)는 비록 타인이 올리는 게시물의 상당수가 편집된 것이라 하
더라도 이러한 포스팅들의 정서적 파급력은 크고, 특히 10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중독이 마약 중독과 유사한 수준의 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매일경제, 2016. 02. 19). 사회관계망을 넓히고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도와
주는 페이스북 특유의 기능이 사회교류 및 타인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속성
에 더해져 한국의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고은영, 최윤영, 최민
영, 박성화, 서영석, 2014),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보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집단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겠다(조남근, 양돈규,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페이스
북 중독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페이스북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관심이 쏠리면서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고은영 외, 2014; 성요안나, 현명호, 2016; 이경탁, 노미진, 권미옥, 이희욱, 2013; 이상
호, 2014; 이성준, 2013; 전범수, 이정기, 상윤모, 2014; Andreassen, Torshel, Brunborg, &
Pallesen, 2012; Griffiths, 2012). 그러나 페이스북 중독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고,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변인 간 상관 정도를 밝히거나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개별
변인을 살피는데 치중되어 있어, 각각의 변인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이 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
루어지고,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휴대폰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매체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
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SNS 관련연구를 토대로 페이스북 중독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중독들은 모두 기존의 약물이나 마약 중독과 유사하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사회적 병폐를

·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기술 중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Kranzler & Li, 2008), 초조 불

· ·

안 짜증 예민한 반응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Andreassen et al., 2012; Brauser, 2013). 더욱
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중독은 현재의 위험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심각한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를 이용하게 되면서 매체 이용습관이 더욱 만성화되기 쉽고, 따라서 다른 매체보다도 과
몰입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이상호, 고아라, 2013).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은 TV와 신문을 멀리하며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 층들이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쉽게 중독

되는 현상보다 SNS에 중독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의 원인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관계망 넓히기 등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젊은 층들이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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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결국 ‘접속 중단’이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SNS 중독은 학생들의 학업의욕 및 성인들의 업무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이 크고,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잠재적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기에(박웅기, 2013)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점차 페이스북 중독을 정신적인 치유대상으로 인정해가는 분
위기이고, 과도한 몰입이 페이스북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내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자의 20%만이 페이
스북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중독이 야기될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상호, 고아라, 2013).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중독에 이르는 경
로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미미한 상황(노영, 2016; 이상호, 고아라, 2013)에서 본 연구에서는 탐
색적으로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독 현상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1년 이내에 재발되는 비율이 80∼9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내고, 중독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haffer, LaPlante, LaBrie,
Kidman, Donato, & Stanto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독의 과정을 설명하는 Shaffer 등
(2004)의 중독증후군모델에 기반하여 페이스북 중독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중독증후군 모델의

첫 단계는 신경생리학적 요소와 심리사회학적 요소가 개인의 기저 취약성(underlying
vulnerability)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중독 대상을 접하는 단계다. 둘째 단

계는 발병 전 중독증후근의 단계(premorbid addiction syndrome)로 첫 단계에서 예측치 않게
얻었던 보상적 결과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이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단계이다. 고은영 외(2014)
는 둘째 단계에서 타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열등감이나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고, 이는 타인의 반응에 더 집착하고, 페이스북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수진과 문혁준(2013)도 이러한 개인
의 내적 정서변인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마
지막 단계는 본격적으로 중독 증후군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과정의 구체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중독증후군 모델의 첫 단계에 포함된 개인의 기저취약성 변인으로 자기애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Kohut(1979)은 중독 행위가 긴장을 줄이고 자존감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기애적

장애가 ‘중독’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하였고, Kuss와 Griffiths(2011)는 실질적으로 자기중심적 사
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여, SNS에 더 끌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를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자기애로 분류하였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Brookes, 2015; Miller & Campbell, 2008;
Rose, 2002). 내현적 자기애란, 겉으로 자기애적인 잘난 척과 거만함 등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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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은 자기애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어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성격 경향을 말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정남운, 2001; Cooper, 1998).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대인관계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
로 인해 인터넷에 더 빠져들기 쉽다고 하였다(손정선, 2010; 이계정, 정남운, 2007; 제현채, 김정
규, 2014).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SNS에 더 몰입하게 되고, 결국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였다(강동주, 조성현, 강신진, 2013; 노고은, 이승연,
2016; 류경희, 홍혜영, 2014; 이경미, 김완일, 2014; 정병완, 홍혜영, 2015). 이외에도 내현적 자기

애 요인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고자 하는 성향
이 강할수록 SNS를 더 많이 이용하고 중독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Kuss &
Griffiths, 2011; Manago, Graham, Greenfield, & Salimkhan, 2008).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자신

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크나 이를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드러내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을 보이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보상받기 위해 페이스북을 더 강박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일시적 증상이기 보다는 일종의 취약한 성격구조이고(권은미
외, 2009), 부적응적 사회화 경험에 의해 활성화될 가능성을 지닌 기질적 특성에 의한 것이기에
(Thomaes, Bushman, De Castro, & Stegge, 2009) 상담 및 심리치료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단기적 개입으로 변화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치료적 개입을 위하여 병리적이고 부정적
인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김선미, 서경현, 2015; 정승아, 오경자,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독증후군 모델에 기반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

이 페이스북 중독에 빠지는데 있어서 이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과정변인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으로 공격성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는 전 생애적 관점
에서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9). 이에 더하여, 최근 연구동향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한 공격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향자, 김영란, 김희정, 2007; 이세연, 유미숙, 2010; Martinez, Zeichner, Reidy,
& Miller, 2008). 즉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거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인의

인정과 찬사를 통해 이를 확인받고자 하나,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자기애적 상처가 자극되어
분노하고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Kohut, 1979). 특히,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강진옥, 2009; 김효주, 201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분노 등을 억제하다가 도발적 상황에서 분노
가 폭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임지영, 2012) 해소되지 않은 분노나 공격성을 다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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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위하여 나타낸다고 하였다(임혜은, 한세영, 2016; Loudin, Loukas, & Robinson, 2003).
나아가 공격성이 높을수록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류경희, 홍혜영, 2014; 황승일, 2013), 특히 현실에서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분노나 적대감의

부정적인 감정이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증가하였다(류경희, 홍혜영, 2014).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많이 경험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실
제적인 관계에서 공격성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특성상 공격성을 해소하는 과정의 일환
으로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정적 평가에 과민하고, 두려워하며, 부정
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권석만, 한수정, 2000;
박세란 외, 2005),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사회불안에 주목하였다. 사회불안은 타인과 함께 교
류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수줍고 내성적인 아동기를 보낸 10대
중반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13). 그런데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
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함이 사실은 남들에 비해 뛰어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
을 주고 싶다는 거대한 자기애적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권은미 외,
2009),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높은 관련성을 지지하였고(권은미 외,
2009; 나하영, 신태섭, 2016; 노고은, 이승연, 2016; 오하연, 박경, 2017; 최인선, 최한나, 2013), 임

상적으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과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이영순, 2015; Cooper, 1998).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
람들의 자기애적 욕구가 클수록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살피고, 실수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을 두려워하여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피하는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손은경, 권해수, 2014; Gabbard, 1989). 나아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대인관계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노고은, 이승연, 2014; Campbell, Cumming, & Hugh,
2006; Caplan, 2006)이나 SNS(이선자, 2013; 황희은, 김향숙, 2015)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페이스북 이용 동기가 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으로 인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대인관계욕구로 인한 좌절이 클수록 페
이스북 접속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더 단절시키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시 페이스북 사용에
몰두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은영 외, 2014). 결국 실제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을 두려워하는 사회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에 선행하는 변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외부 평가에 대한 과민함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하여 평가와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철수하려는 사회불안이 증가할 수 있고, 현
실세계에서 타인과 어울리기 어렵고 고립감을 느끼는 사회불안 정도가 클수록 비교적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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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공간에 더욱 더 빠져들고, 결국 페이스북 중독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종합하면,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스마트폰 SNS 중독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
구들이 있지만,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페이스북
중독에 어떠한 과정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
는 Shaffer 등(2004)의 중독증후군모델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내현적

·

자기애, 공격성 및 사회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탐색적일 수 있지만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통합적 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
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그림 1)으로 설
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김세원, 김예성, 2009; 이미욱, 하정희, 최윤영, 2015). 이를 통해, 사회불안 경향
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평가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승인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성보다 겉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 내재된 형태의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한영경, 2008;
Loudin et al., 200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이에 근거하여 경쟁모형 1(그림 2)은

연구모형과 다른 경로는 일치하고, 이중매개의 경로만 삭제한 모형이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이 인터넷 중독 및 과다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류경희, 홍혜영, 2014; 제현채,
김정규, 2014)도 있지만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미하다는 연구보고도 있다(노고은, 이
승연, 2016). 이에 그림3의 경쟁모형 2(그림 3)와 경쟁모형 3(그림 4)은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
형 1과 다른 경로는 일치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직접 경로만을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매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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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본 연구는 경기 충청 지역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45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체
345명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192명(55.7%),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153명(44.3%)이고,

남학생이 151명(43.8%), 여학생이 194명(56.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내현적 자
기애 척도는 목표불안정(9문항, 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예: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
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과민/취약성(10문항, 예: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4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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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척도는 일부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Cronbach’s α는 강
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목표불안정이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81, 착취/자기중
심성이 .74, 과민/취약성이 .80, 소심/자신감 부족이 .77, 전체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는 목표불안정이 .86,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77, 착취/자기중심성이 .78, 과민/취약성이 .79,
소심/자신감 부족이 .70, 전체가 .91로 나타났다.

2)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5)

·

가 번역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6문항, 예: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언어적 공격성(6문항, 예: 나는 내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으
면,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적대감(5문항, 예: 나는 때때로 미워하거나 질투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분노(4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류경희와 홍
혜영(2014)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82, 언어적 공격성이 .76, 적대감이 .75, 분노가 .70, 전
체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공격성이 .73, 언어적 공격성이 .64, 적대감이 .68,
분노가 .64, 전체는 .86으로 나타났다.

3)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대인불안과 특정한 수행상황에서 경험하
는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대인불안은 La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
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가 한국 실

·

정에 맞게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K-SAS-A)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행불안은 Beidel, Turner와 Morris(1995)의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를

·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를 사용하였다. 대인불안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18문항,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수행불안척도는 수행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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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26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척도의 Cronbach’s α는 도현정과
김정민(2014)의 연구에서 대인불안이 .94, 수행불안이 .91, 전체가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이 .90, 수행불안이 .87,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4) 페이스북 중독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S-A),
Andreassen 등(2012)이 개발한 버겐 페이스북 중독성 척도(Beegen Facebook Addiction Scale:

·

·

BFAS), 오윤경(2012)과 조성현 서경현(2013)이 각각 개발 보완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정예

현(2015)이 페이스북 중독 척도로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페이스북 중독 척도는 과다시간
소비(3문항, 예: 페이스북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욕구를 느낀다), 내성몰입(3문항, 예:
페이스북 이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금단(3문항, 예: 페이스북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생활 장애(3문항, 예: 페이스북을 너무 자주하거나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Cronbach’s α는 정예현(2015)의
연구에서 과다시간 소비가 .88, 내성몰입이 .92, 금단이 .85, 생활장애가 .82, 전체는 .93으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과다시간 소비가 .76, 내성몰입이 .83, 금단이 .77, 생활장애가 .78, 전체는.90
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
했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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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은 분석에
서 제외시켰다(내현적 자기애 3문항, 공격성 1문항). 이는 표준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30이상이
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그런 후, 내현적 자기
애, 공격성, 페이스북 중독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
고, 사회불안은 각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4개의 꾸러미를 만들어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
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값 이외에 상대적 적
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접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1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 사이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
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345)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
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α=.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Ⅲ. 연구결과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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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내현
적 자기애와 사회불안(r=.67),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r=.57)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
에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r=.41), 공격성과 사회불안(r=.41), 사회불안과 페이스북 중독
(r=.40), 공격성과 페이스북 중독(r=.35)도 비교적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7개의 측정변수들이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
이스북 중독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113, N=345)=315.74, p<.001, CFI=.95, TLI=.95, RMSEA=.072(90% 신뢰구간 .063∼.082).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73∼.91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내현적자기
애가 .81∼.88, 공격성은 .73∼.81, 사회불안은 .81∼.91, 페이스북 중독은 .82∼.88이었다.

3.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를 예언변수로,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수로, 페이스북 중독을 종
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 경쟁모형 1, 경쟁
모형 2, 경쟁모형 3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113, N=345)=315.74,

p<.001, CFI=.95, TLI=.95, RMSEA=.072(90% 신뢰구간 .063∼.082). 경쟁모형 1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114, N=345)=315.74, p<.001, CFI=.95, TLI=.95, RMSEA=.072(90% 신뢰
구간 .062∼.081). 경쟁모형 2도 자료에 적합하였다. χ2(df=114, N=345)=317.99, p<.001, CFI=.95,
TLI=.95, RMSEA=.072(90% 신뢰구간 .063∼.082). 경쟁모형 3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115, N=345)=318.00, p<.001, CFI=.95, TLI=.95, RMSEA=.072(90% 신뢰구간 .062∼.081).
경쟁모형들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χ2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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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의 χ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 의 차이값은 0으로 나타나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1이 연구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모형 2와 경쟁모형
3의 χ2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의 차이값은 0.01로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간

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3이 경쟁모형 2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경쟁모형 1과
경쟁모형 3의 χ2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의 차이값은 2.26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3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2>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315.74

113

.95

.95

.072(.063∼0.082)

경쟁모형1

315.74

114

.95

.95

.072(.062∼0.081)

경쟁모형2

317.99

114

.95

.95

.072(.063∼0.082)

경쟁모형3

318.00

115

.95

.95

.072(.062∼0.081)

4.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을 검증한 결과, 4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β=.72).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β=.66), 사회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에 미치는 영향(β=.31), 공격성이 페이스북
중독에 미치는 영향(β=.26)이 모두 유의하였다.

표

<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내현적 자기애

→

공격성

0.40

0.66

0.04

10.83***

내현적 자기애

→

사회불안

0.73

0.72

0.05

13.60***

공격성

→

페이스북중독

0.20

0.26

0.05

4.03***

사회불안

→

페이스북중독

0.15

0.31

0.03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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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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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공격

언어공격
.78

.74

분노

적대감
.73
.81

공격성
.66***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88
.89

과민

.87

내현적
자기애

.83

.83

과다시간

.88

.84

착취

소심

.26***

페이스북
중독

금단
.82

.81

.72***

내성몰입

.85
생활장애

.31***

사회불안
.89
.91
사회불안1

사회불안2

그림

[

*

**

p < 0.5, p < .01,

5]

.87

.81
사회불안3

사회불안4

최종모형

***

p<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5.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팬텀변
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α=.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에서 공격성

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08, 95% Bias-corrected CI=[.044, .121]로 유의하지 않았고,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11, 95%
Bias-corrected CI=[.068, .144]로 유의하였다.

표

<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

간접효과(95% 신뢰구간)
*

내현적자기애

→

공격성

→

페이스북중독

0.08 (.044∼.121)

내현적자기애

→

사회불안

→

페이스북중독

0.11*(.06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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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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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밝히고, 어떤 기제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알아보

·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이론적 경험
적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정서적 측면인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과정변수로 가정하였는데, 연구 결
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증폭시켜 페이스북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많이
보이고,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근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
한 공격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동향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내면에
숨겨둔 거대한 자기상이 위협받을 때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정균, 장석진,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2007; 임지영,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 평가
에 대한 염려로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하는 사회불안 증상이 사실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지닌 이면에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은 거대한 자기애적 욕구 때문이라는
예측을 확인시켜주며, 이는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권은미 외, 2009; 나하영, 신태섭, 2016; 노고
은, 이승연, 2016; 오하연, 박경, 2017; 최인선, 최한나, 2013)과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공격성이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경향을 많이 보였고,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할수
록 페이스북 중독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에서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내면의 공격성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에 투여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고, 공격성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류경희, 홍혜
영, 2014; 황승일, 2013). 또한,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비교적 불안을 적게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노고은, 이승연, 2016; Caplan, 2006)이나 SNS 등(황희은, 김향숙, 2015)에 중독
되기 쉽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연
구결과(류경희, 홍혜영, 2014)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학생의 분노표출을 매개로 SNS 중독
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정구철, 문종호,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인
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경험회피(제현채, 김정규, 2014), 인터넷 보상경험(이
계정, 정남운, 2007) 등의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선행연
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으면 자신의 취
약한 면을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수치심을 갖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자극받으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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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격하는 행위로 갚으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이 높을수록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관계들이 실패로 끝나기 쉬움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격성이 높을
수록 실제적인 대인관계는 피하는 반면 해소되지 않은 대인관계욕구를 보상받기 위해 페이스북
에 과하게 몰입함으로써 관계 욕구를 해소하려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혹은 내현적 자기애

·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 및 분노와 적대감 등의 공격성을 느끼기 쉽고, 이
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현실에서 해소하기보다 페이스북 공간으로 전위하여 드러내기 쉽다고 해
석해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중독 문제를 상담
할 때, 이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완전매개한다고 밝힌 노
고은과 이승연(201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높은 사회불안증상을 보이는 내현
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신의 대인관계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해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Dickinson & Pincus, 2003; Erwin et al., 2004). 이상의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
지기 쉽고,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
며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중독으로 철수하고, 이에 중독적으로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페이스북 중
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중독 문제에 접근할 때, 이들이 보이는 사회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국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영향으로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적 욕구 및 대인관계적 욕
구를 보상받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은영 외,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청
소년들이 페이스북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전략이 유용할 것
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먼저, 페이스북 중독은 내현적 자기애의 간접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현
적 자기애 성향이 직접적으로 페이스북 중독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
기애 성향이 페이스북 중독을 설명하는 기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
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에 개입이 쉽지 않고, 치료적 개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구조적 관계 분석 281

변화를 즉각적으로 보기도 힘들다(권은미 외, 2009). 더욱이 일반적으로 성격장애를 보이는 사람
들은 성격장애 자체를 문제로 상담 장면에 오기보다 성격문제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로 방문하
기가 쉽다(제현채, 김정규,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개인의 기질적으로 취약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낮추는 개입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페이스북 중독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독증후군 모델과 이와 연관된 경험적 연구들에 기반하여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

·

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변인들로 기저 취약성 변인(내현적 자기애)과 근접선행요인(공격성 사
회불안)을 해당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실증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독증후군 모델에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내현적 자기
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적 욕구를 페이스북 공간에서 채
우게 되는 경험을 우연히 하게 되는 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페이스북 사용에 매달
릴수록 현실의 대인관계를 더 두려워하며 피하게 될 수 있고, 타인이 올린 글에 의해 적대감이나
분노 등의 공격성을 경험하는 빈도나 강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페이스북 공간에서 해소하기 위해 더욱 더 페이스북 사용에 매달리는 중독의 단계에 이
르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더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부정적 경험에 의해 더욱 활성화
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순환 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에 본 연구의 중요한 매개변인이었던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나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
도록 돕는 게슈탈트치료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유화경, 2014; 제현채, 김정규, 2014;
황다연, 2011). 이외에도 인지행동치료(Rice & Dolgin, 2008) 혹은 참만남 방식의 집단상담(신수
자, 2005)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집단상담 상황이라는 안전기지 안에서 타인의 피드백을
자신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아닌 발전적인 피드백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 및 경기도권 소재의 고교생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현실에서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
을 수 있고, 자기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자 평정이나 전문가 면접 및 실험연구 방법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공격성과 내면에 느끼는 공격성의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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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모델을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횡단
연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
가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 양방향의 인과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스북 사용에 더 몰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페이스북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더 불안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적 종단연구가 필요하겠고,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인과관계가 적합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없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의 2단계 접근법은 탐색적 방법이므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로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부적응적 사회화 경험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사회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절변인
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공격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이의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사실상 페이스북 중독은 급격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생겨난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은영 외, 2014). 따
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파악할 때, 본 연구에서 매개변
인으로 밝혀진 정서적 변인들을 반복검증해보고, 나아가 두 변인 사이의 연결통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매개변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중독현상이 발달 및 유지되는
핵심기저가 동일하다는 중독증후군모델의 원리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검증해본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통합적 모델이 다른 중독 현상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본 연구는 사실상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고교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페이스
북 중독보다는 페이스북 과다사용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페이스
북 중독의 고위험군 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의 경
우, 보통 여학생(김은영, 2013;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및 여성 이용자들(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의 중독률이 반대의 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이를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채팅이나 SNS를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를 고려하여 페이스북 중독
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빈번하게 느끼는 부정적 정서 가운데 청소
년기에 더욱 심화되기 쉬운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내
현적 자기애 성향 및 페이스북 중독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리라 예상되는 다른 부정적 정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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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정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덟째, 사실상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개인의 자기 PR 도구로서 의사표현의 장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
로 뽑힌다(황선욱, 박재진, 2011).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도 있다고 언
급된다(이재신, 연보영, 2008). 그러나 이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
도로 과몰입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이상호, 고아라, 2013). 사실상
몰입을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독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Sch ler, 2012)는 계속적인 논의의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몰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와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몰입으로 인하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을 구분하고, 긍정적인 몰입의 상태와 과몰입, 중독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중독의 치료라는 관점
에서 페이스북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치료 목표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 통제력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서도 앞서 언급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성을
정교화시킴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명료화하고 통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외에
도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으로 인해 페이스북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
료적 효과를 이끌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
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페이스북 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 치료적
접근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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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of Covert Narcissism, Aggression,
Social Anxiety and Facebook Addiction of Adolescents
1)

Kim, Hye-weon*
Lee, Jee-yon**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facebook addiction of youth.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45 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when higher scores on covert
narcissism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aggression scores and higher level of social anxiety
were found. Study has shown that higher scores on aggress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cebook addiction. Moreover, higher scores on social anxiet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cebook addiction. Second, (increased) aggression scor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facebook addiction. And
(increased) social anxiety scor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facebook addiction.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covert
narcissism by itself i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for facebook addiction, but that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are linkage between them.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overt narcissism, aggression, social anxiety, facebook addiction, mediation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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