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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 고등학생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집단과 중독 위험성

이 낮은 집단간의 심리적 증상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중

독 위험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 분노를 많이 느끼며, 부적응 행동이나 비

행을 보일 가능성과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향후 연구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 심리적 증상

Ⅰ. 논의의 안 : 상황 학습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은 1990년대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유용하기만 한 것으로 인

식되었던 인터넷이 중독적인 위험을 안고 있음이 밝혀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중독이란 특

*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Asia n Journa l of Ed uc a t io n

2003, Vol. 4, No . 1, pp . 93-104.

논문 요약



94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가 지속적으로 발생됨, 그리고 금

단증상과 내성현상의 발생 을 개념상 본질적 요소로 가진다. 인터넷 사용에 관하여 중독으로

명명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과다사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는 중독적 위험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는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사

회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가정환경변인 탐색, 진단검사개발, 중독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채팅, 음란물 사용등의

범주에 따른 중독경향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미 중독적 현상이 상당히 진전된 이들에 관한

것이고, 치료적인 절차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다 중요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에는 별다른 시사

점을 주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의 중독적 위험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2002년 사이에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게임중독에 관하여 34건, 인터넷 중독에 대하

여 51건이 생산되었다. 국내의 연구는 성인은 물론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초등학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중독이 진행되기

이전, 예방적 활동에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 기존 연구의 개관

Young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인터넷 중독성에 대한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현재는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Young과 Rogers(1997)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여 성인 259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중독적 위험에 있는 사람들

의 심리적인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독적 위험이 있는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우

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unn (1998)은 2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

넷 검사에서 우울한 특성은 물론 내성적인 경향이 중독적 성향과 관련있음을 밝혔다.

국내 연구로서 송원영(1998)은 인터넷 사용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용자의 자기

효능감, 자기통제력 요인을 밝혀내었다. 자기 통제의 실패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깊이 관

련됨으로 충동조절장애 또는 중독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윤재희(1998)은 인

터넷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충동적이었음을 맑혔다. 김종범

(2000)은 인터넷에 중독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격적이고 외로우며 자존감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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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히고 있다. 김지윤(2000)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병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방어기제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이

버 공간을 병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으

며,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선(199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신 중독일 경우 더 높은 고독과 사회불안을 경험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서도 문제 중심 대처보다는 정서적 대처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가장 인터넷 중독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룹인 고등학생이나 혹

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적 행동을

많이 관찰되고 있어 그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더구나 초등학생시기 인터넷 중독적인 성향

이 발생하는 것은 발달초기의 현상이니 마큼 향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위의 연구

들은 통해 인터넷의 중독적 위험의 성격이 밝혀지고 있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

은 치료보다는 예방이다. 이미 중독적 증상이 확인되는 성인들에 관한 연구결과를 초등학생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 고등학생 청소년 집단을 대

상으로 하였던 것에 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집단과 중독 위험성이 낮은 집단간의 심리적 증상의 차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응답자

본 연구는 인천시내 2개 초등학교 6개 학급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196명(남 96명, 여 100

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검사는 각 학급의 담임 선생님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지를 수거

한 후, 무응답 문항이 있는 28명(남 21명, 여 7명)의 검사결과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8명(남

75명, 여 93명)의 검사결과를 연구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남, 여학생 모두

12세 (남 SD=5.8, 여 SD=.6)였다.

2. 측정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 인터넷 중독 척도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로서 Young(1998)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시형 등(2000)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96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안하여 사용되었는데,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안하되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

은 몇몇 문항들은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시형(2000) 등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91

이었고,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각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 이

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학업부진, 가정에서의 소홀, 대인관계의 문제, 정서적 변화 등

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6까지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채

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20까지이다. Young(1998)의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0점

에서 5점까지의 6점 척도로 채점하여, 20-49점은 평균 이용자이며 50-79점은 인터넷 중

독 위험군, 80점 이상은 인터넷 중독군으로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Young(1999)이 제

시한 분류기준을 본 연구에서 사용된 1점에서 6점까지 채점되는 6점 척도에 적용할 경

우,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60점 이상, 인터넷 중독군은 96점 이상이 된다.

2) Beck 아동용 정서, 사회적 적응검사 (The Beck Youth Inventory of Emotional and

social Impaiment) : Beck Youth Inventory는 7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을 측정할 목적으로 Beck, Beck 그리고 Jolly (2001)에 의해 개발되었다. 5가

지 하위검사, 전체 10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5가지의 하위검사는 우울,

불안, 분노, 부적응 행동, 그리고 자아개념 검사로서, 각 하위검사의 문항을 필요에 따라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하위검사들은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

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질문의 내용에 해당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

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늘 그렇다 의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Beck Youth Inventory의 장점 중의 하나는 검사시간이 각 하위검사별로 약 5-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문항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응답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자가 대화로 질문할 수 있다. 각 하위 척도의 연령

별, 성별 내적합치도는 다음과 같다(Beck, Beck, & Jolly, 2001) : 우울(.90–92), 불안(.8

9–91) 분노(.87–.92) 부적응행동(.86–.90) 자아개념(.89–.9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

4–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Beck Youth Inventory를 2명의 심리학자가 각각 한

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이 불일치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은 미국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한영 2개국어 능통자

(bilingu al)에게 다시 영어로 역번역을 하게 한 다음, 영어원문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 한국어 재번역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Beck Youth Inventory의

내적 합치도는 우울(.95), 불안(.88), 분노(.90), 부적응행동(.86), 자아개념(.92)로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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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척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 공격성 및 비행 척도 : Achenbach (1991)의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을 오경자

등(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의 하위 척도들 중에서 공격성 척도와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BCL은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행

동을 척도화한 것으로, 공격성, 비행, 우울 및 불안, 신체화 증상, 사회적 철회, 사고장

애, 주의집중장애, 성문제, 정서불안정의 총 10개의 문제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CBCL은 본래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10개요인 중 공격성 척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올해 들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늘 그렇다 의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

록 되어있다.

III. 연구결과

1. 초등학생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에 참가한 초등학생 응답자 168명(남 75명, 여 93명)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배경조사결

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는 4, 5, 6학년 초등학생들로서 약 60%이상이 5학년에 재

학 중이었고, 전체 응답자중 약 45%의 학생들이 학교성적이 중간정도라고 답하였다. 생활수준

은 중간이상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약 98%로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명

이라는 응답자가 약 60%에 달하였으며, 형제 수는 1명 또는 2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

자의 83%였다.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체로 또는 매우 좋다라고 답하였다. 방과후나

주말에 부모님이 모두 집에 안 계시는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약

57%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모두 집에 안 계시는 날은 없다고 답한 반면, 거의 매일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다고 답한 학생들도 17%에 이르렀다. 부모의 학력의 경우, 약 80%의 학생들의 부

모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에 대해

서는 90%이상이 아버지가 직장이나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가 직장이나 가게에

나가 일하는 경우도 59%에 이르렀다. 친한 친구의 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친한 친구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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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5-6명, 또는 7명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20%에서 30%정도였고, 친한 친구가 없다

고 답한 학생도 2.4%가 있었다.

2.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 분포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의 전체 평균은 38.4점이었다. 이 평균 점수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분류 기준을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해 볼 때 보통의 인터넷 이용자에 해당한다. 인터넷 중

독 위험성이 높은 60점 이상의 응답자는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별 누적비율을 나타낸다.

<표 1> 초등학생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사례수 % 변인 사례수 %

성별 남 75 44.6
녀 93 55.4

학년 4학년 30 17.9
5학년 105 62. 5
6학년 33 19.6

성적 상 18 10. 7
중상 47 28.0
중 76 45.2
중하 23 13. 7
하 4 2. 4

생활수준 상 43 25.6
중상 70 41. 7
중 51 30.4
중하 3 1. 8
하 1 .6

가족수 3명 15 8.9
4명 102 60. 7
5명 41 24.4
6명 8 4.8
7명 이상 2 1.2

형제수 0명 12 7. 1
1명 65 38. 7
2명 74 44.4
3명 14 8.3
4명 이상 3 1. 8

부모의 거의 없다 95 56.6
부재 1주일에 2-3일 30 17.9
일수 1주일에 4-5일 14 8.3

거의 매일 29 17.3

형제관계매우 좋다 65 38. 7
대체로 좋다 90 53.6
대체로 안좋다 11 6. 5
매우 안좋다 2 1. 2

부학력 중졸 이하 28 16. 7
고졸 이하 91 54.2
대졸 이하 34 20.2
대학원 이상 15 8.9

모학력 중졸 이하 31 18.4
고졸 이하 95 56. 5
대졸 이하 29 17.3
대학원 이상 13 7. 7

부 무직 7 4. 2
경제 주로 집에서 일 6 3. 6
활동 직장/가게 155 92. 3

모 무직 43 25.6
경제 주로 집에서 일 26 15. 5
활동 직장/가게 99 58.9

친한 없다 4 2. 4
친구의 1-2명 34 20.3
수 3-4명 42 25.0

5-6명 38 22.6
7명 이상 50 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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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의 비교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를 근거로 하여 60점 이상은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비교집단

으로 인터넷 중독 점수 분포의 하위 10%(24점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을 저위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Young(1998)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분류 기준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6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성이 낮은 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집단 선별 결과, 저위

험 집단은 19명, 고위험 집단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형제관계, 친구

수, 부모부재(부모가 모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은가), 학교 성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와 다른 척도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표3에 제시된 바

와 같이 Beck Youth Inventory의 5개 하위 척도들 (자아개념, 불안, 우울, 분노, 부적응행동)과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들 모두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간에 Beck Youth Inventory의 5개 하위 척도(자

아개념, 불안, 우울, 분노, 부적응 행동), 그리고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 점수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각 척도 상에서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간에

척도 점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초등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중독 위험성 낮은 초등학생들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

분노를 많이 느끼며, 부적응 행동이나 비행을 보일 가능성과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

주되었다.

<표 2> 인터넷 중독 점수별 누적 비율

점 수 누적비율 점 수 누적비율

24점 이하 10% 37점 이하 60%

27점 이하 20% 42점 이하 70%

29점 이하 30% 49점 이하 80%

32점 이하 40% 60점 이하 90%

35점 이하 50% 평 균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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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 우울, 불안, 분노, 부적응적 행동, 공격성, 그리고 비행 변인이 인터넷 중독 위험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5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

넷 중독 위험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자아개념, 우울, 불안, 분노, 부적응적 행동, 공격성, 비행

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공격성과 불안이 인터넷 중독 위험의 총변량의 64.6%를 설명

하였다. 이중 공격성 변인은 인터넷 중독 위험 변량의 30.5%를 설명하였고, 불안 변인은 11.2%

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표 3> 인터넷 중독 척도와 기타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인터넷 공격성 비행 자아개념 불안 우울 분노 부적응행동

인터넷 1.00
공격성 . 40*** 1. 00
비행 . 26** . 75*** 1.00
자아개념 - . 19* - . 36*** - . 59*** 1.00
불안 . 40*** .44*** . 52** - . 43** 1. 00
우울 . 31*** . 55*** . 56*** - . 42** . 78*** 1. 00
분노 . 40*** .65*** . 67*** - . 43** . 77*** . 87*** 1.00
부적응행동 . 36*** . 53*** . 58*** - . 36* . 46** . 47** . 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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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남녀 초등학생 응답자의 각 척도 점수 평균

저위험집단 (n=19) 고위험집단 (n=17)
척도명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공격성 27. 9 3. 7 -3.9*** 34. 8 8. 9

비행 14. 3 1. 5 -2. 5* 16. 1 2. 6

Beck-자아개념 53. 7 12.8 2. 1* 44.6 12.6

Beck-불안 24. 0 5. 7 -3. 7** 34. 4 10.4

Beck-우울 22. 6 6. 9 -2.3* 32. 1 15. 5

Beck-분노 22. 5 4. 7 -3. 1** 31. 9 11. 5

Beck-부적응행동 21. 3 3. 2 -2.6* 25.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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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인터넷 중독 척도와 관련 변인간의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언변인 R2 R2 R2
변화량 F변화량

인터넷 중독 공격성 . 389* .305 . 285 . 305 14.92**
위험 불안 . 373* .646 . 382 . 112 6. 34*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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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 고등학생 청소년 집단을 대상

으로 하였던 것에 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집단과 중독 위험성이 낮은 집단간의 심리적 증상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인

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중독 위험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 분노를 많이 느끼며, 부적응행동이나 비행을 보일 가능성과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들과 (강지선,

1999; 김지윤, 2000; 윤재희, 1998; 이해경, 2001; Young, 1999)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특히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간에 학교

성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학업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예 : Young, 1999; 이해경, 2001) 는 선행 연구

보고들과 불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이 작기 때문일 수도 있

고,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

일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Young(2000)의 인터넷 중독 평가

척도는 본래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평

가 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Young의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성인용으로 제작된 검

사를 초등학생에 적용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경향성을 진단하는 검사의 개발과 성인 및 청소년,

아동의 각 연령 집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상담

실이나 병원을 찾은 아동들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임상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임상집단의 아동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중독 현상이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의 유형(예 : 강박적인 컴퓨터 게임과 같은 컴퓨터 중독, 사이버 교제 중독, 도박이

나 쇼핑과 같은 충동적인 인터넷 사용 등)을 분류하여 인터넷 중독 하위 유형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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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t High-Risk of Internet Addiction

Lim, Je e -Young * ·Ryu, Je ong-Yi**2)

This study examin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t high-risk of internet

addiction.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how internet addiction influence on the level

of psychological symptom and self-estee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sample in the

current study consisted of 196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ereas most of previous studies

utilized samples of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or high-schools.

The internet addiction was assessed by Internet addiction Inventory(Young, 1996),

Psychological symptom and self-esteem was measured by the Beck youth Inventory(Beck,2001),

CBCL, SCL-90-R.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at high-risk of internet addiction showed lower

self-concept, felt more anxious, depressed, and angry, and were more likely to show

disruptive behavior and aggressive tendency compared to children at low-risk of internet

addiction.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 addict ion, elementary school student s, psychological character ist 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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