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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011년에는 10.4%, 2012년

에는 10.7%, 2013년에는 11.7%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성, 대

인관계 장애, 학업성적의 부진, 가출, 절도 및 폭행 등의 문제행동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하여 Jessor & Jessor 

(1977)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 PBT)을 토대로 청소

년의 인터넷 중독에 주요 요인이 되는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

함하고 이 요인들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로 구분하여 구조모형을 구축하

였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료수집기간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평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13-15세 청소년이

었다. 총 1,250명의 자료 중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48점 이상이거나 일상

생활장애 15점, 금단 10점, 내성 12점을 한 가지라도 초과한 잠재적 위험이

나 고위험에 속하는 자인 25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설문

을 작성하거나 획일적인 답안은 제외하고 2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9.0와 Amos 20.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

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은 점근적 

분포무관 추정법(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estimates) 일명 가중

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사용하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X2통

계량, GFI, SRMR, AGFI, CFI, 표준 X2(Q), RMSEA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은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44.4%의 설명력을 가지며 우울, 성별, 자기 통제, 가족 기능이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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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성별, 가족 기능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48.3%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기 

통제에는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

기 통제의 설명력은 22.3%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요인인 가족기능

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

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 중재 접근이 필요하다. 즉, 위험요인인 경제적 상태

가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기통제 강화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여학생에게는 우울 중재를, 남학생에게는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높이

는 중재를 계획하고 적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간호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인터넷중독, 구조모형, 위험요인, 보호요인

학   번 :  2008-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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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4년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3년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32,745천명에 이르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보고된 인터넷 중독 위험인구수는 2,286천명으로 전년대비 83천명 증가하

였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011년부터 점차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효수 등, 2014). 

이러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충

동성, 우울성, 대인관계 장애 등의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입게 된다

(Shapira et. al, 2000). 즉 인지, 행동, 정서의 손상으로 약물남용장애와 같

은 깊은 공존 질병을 나타내고(Anderson, 2000; Bai et al., 2001), 학업성

적의 부진, 가출,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게임 아이템 사기와 절도 및 폭행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Anderson & Dill, 2000; Slater, 2003; 

Gentile et al., 2004). 이러한 결과로 인터넷 중독관련 총 상담건수 중 

80.3%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을 만큼 청소

년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실정이다(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 2006).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사용을 병리적, 강박적으로 하는 문제행동 패턴

으로 생활양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성장 발달과정상의 문제행동이므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Ni, Yan, Chen & 

Liu, 2009; Morrison & Gore, 2010; Ye & Gao, 2011; Cheung & Wong, 

2011)과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주애란, 

2009; 이영선 등, 2011), 모형연구(조영란, 2003)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자의 연령별, 인터넷 중독 수준별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요인의 파악이나 모형 연구,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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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특성을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행동적 중독에 속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탈선, 비행,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집착할 때 내성, 금단, 조절 불능 등과 같이 타인

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으나 행위자의 사회적 부적응, 자신의 건강과 성적, 정

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비사회적 행동인 문제행동이므로(Griffiths, 1999)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 PBT)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PBT는 다양한 청소

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되고 지지되어왔다. 이 이론은 세 요인 

즉, 성격 체계, 인지된 환경체계와 행동 체계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선재배경 변수, 사회 심리적 변수와 사회행동 변수들의 역동적

인 관계로 행동체계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PBT는 음주, 흡연, 

마약 등의 문제행동에 적응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개념들을 토대로 청소년

의 문제행동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Jessor et al, 2003; Ndugwa et al. 

2010; Çakar, 2013) 비사회적 문제행동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적응하

고 검증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인터넷 중독 중재에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심리적 요인(Caplan, 2003; Morrison & 

Gore, 2010), 가족적 요인(김기리, 이선정과 신효식, 2008; 윤명숙, 김남희

와 박완경, 2014)과 인지적 요인(성미나와 홍성화, 2010) 등의 다중적인 상

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 따라서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이

론을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주요 요인이 되는 우울의 심리적 요인과 

가족 기능의 가족적 요인, 자기 통제의 인지적 요인들을 추가하여 인터넷 

중독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간호중재 전

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은 크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할 수 있

다. 즉, 위험요인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주 효과를 갖는 부적응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직접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보호적 요인은 부정적 결과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거나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중재 또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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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Voydanoff & Donnelly, 1999). 청소년의 문제행동

에 대한 접근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중재가 필

요하므로 인터넷 중독의 문제행동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인

터넷 중독의 중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모형을 토

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구분하여 심리적, 

가족적, 인지적 요인들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하

여 이 모형의 적합도와 이에 대한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

년의 인터넷 중독을 중재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간호전략의 근거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모형과 선행연구

에 의해 확인된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요인을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가족적, 인지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

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

여 직·간접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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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 이론적 정의: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활동

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을 의미한다(Goldberg, 1996).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진흥원(2006)에서 개발한 청소

년(만 10-18세)대상의 K척도 자가 진단 인터넷 중독 척도로 측정한 

점수가 잠재적 위험사용자와 고위험자에 해당하는 48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5점, 금단 10점, 내성 12점 중 한 가지라도 초과한 상

태를 의미한다.

2) 우울(Depression) 

· 이론적 정의: 기분의 저하, 의욕이나 흥미의 상실, 죄의식이나 무가치

감, 수면장애, 식욕의 장애, 에너지의 저하, 집중력의 저하를 보이며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WHO, 

201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ovacs(1986)이 구성한 아동용 우울 척

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한유진(1993)이 번번안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 통제(self-control)

· 이론적 정의: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

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ohrbeck et al., 199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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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력 평정척도를 참고로 남

현미와 옥선화(2001)가 재구성한 자기통제력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 이론적 정의: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

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s, 1985). 본 연

구에서는 이 용어를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로 세분화하였다.

① 친구 지지(Friend support)

· 이론적 정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지각되는 지지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Cohen & 

Hoberman, 1983)을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

(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② 교사 지지(Teacher support)

· 이론적 정의: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기회를 주며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며 학생을 돕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OECD, 201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

(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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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기능(Family function)

· 이론적 정의: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개방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Roberts & 

Feetham, 1982).

① 가족응집성

· 이론적 정의: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와 한 개인

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Olson, 1986)

를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김윤희

(1990)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② 가족적응력

· 이론적 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그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Olson, 1986)을 의미

한다.

· 조작적 정의: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김윤희

(1990)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③ 가족의사소통(Family communicaton)

· 이론적 정의: 가족 구성원 간에 언어나 표정, 몸짓의 신체동작 등을 매

체로 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과 정을 의미한

다(한국가족학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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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정의: 1982년 Haward Barnes와 David H. Olson이 만든 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의 청소년 자녀용 설

문지를 길애진(199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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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

았다. 우선 연구의 기틀을 제시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문

제행동이론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고찰을 한

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1.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 PBT)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이 제시되

었는데 일반적 체계이론(Theory of general system), 인지행동 이론

(Theory of cognitive behavior theory),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 외에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 이론

(Problem Behavior Theory)은 음주, 흡연, 마약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

델이다. 문제행동은 사회적, 법적 규정으로부터 분리된 행동을 의미한다. 

PBT의 초점은 심리사회적 영향인 세 개의 체계-성격 체계(Personality 

System), 인지된 환경 체계(Perceiver Environment System)과 행동 체

계(Behavior System)이다(Jessor, 1987). 각각 세 개의 체계 내에서 설명

적 변수들은 문제행동의 선동(instigation)이나 그에 대한 통제를 반영하며 

규범의 위반이나 문제행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위험과 비슷한 

의미인 ‘성향(proneness)’이라는 역동적 상태를 구성한다. 문제행동이 시

작되기 위한 성향은 체계 수준의 속성(property)이므로 성격 성향, 환경적 

성향과 행동적 성향을 포함한다. 세 개의 체계 내에서 성향이 함께 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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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합으로 문제행동 변화의 예측과 설명에 사용되는 문제행동 이론에

서 상위의 설명 개념인 ‘심리사회적 성향(Psychosocial proneness)’이 만

들어진다(Jessor, 1987).  

Jessor & Jessor(1977)에 의하면 문제행동 이론(Problem-Behavior 

Theory)의 개념적 구조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이 개념적 구조는 심

리사회적 설명적 체계 내에 포괄적 표현을 위해 많은 변수들로 구성된다. 둘

째, 변수들의 몇 가지(예, Attitudinal Tolerance of Deviance)는 직접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간접적인 문제행동(예, 자존감)을 나타낸다. 

셋째, 개념적 대전제로 모든 행동은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

며 성격 체계와 인지된 환경 체계는 결합되어 행동체계에 영향을 준다. 마지

막으로, 문제행동의 발생은 세 체계의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격 

체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사회인지적 수준에 있으며 사회적 의미들과 발달

적 경험을 반영한다. 성격 체계는 문제행동을 선동하거나 통제하는 세 구조

(Motivational instigation structure, Personal belief structure, Personal 

control structure)로 구성되며 가치, 신념, 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동향

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성격 성향(Personality proneness)에는 

낮은 학업성취, 독립에 대한 높은 가치, 목표에 대한 낮은 기대감, 많은 사회

적 비난, 소외, 낮은 자존감, 외부 통제, 일탈의 용인, 낮은 종교적 믿음, 긍정

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불일치 등이 있다(Jessor, 1987). 

인지된 환경 체계(Perceived Environment System)는 환경적 특성들

(지지, 영향, 통제, 모델 과 타인에 대한 기대)을 포함하며 잠재적 의미의 사

회적으로 조직된 차원을 의미한다. 문제에 대한 인지된 환경 성향

(Perceived environment proneness)은 낮은 부모의 지지와 통제, 낮은 친

구의 통제, 낮은 부모-친구의 양립성(compatability), 부모보다 더 큰 친구

의 영향, 문제행동에 대한 낮은 부모의 반감 등을 포함한다. 행동체계에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영역과 관습적 행동영역이 있는데 문제행동영역은 마리

화나, 일탈행동, 위험한 운전, 조숙한 성행위, 음주, 흡연 등을 포함한다. 관

습적 행동영역은 사회, 교회에 참석하는 행동, 학교의 학업과 성취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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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Jessor, 

1987).

이와 같이 문제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구

사회학적 구조, 사회화, 성격체계, 지각되어진 환경체계등을 제시하고 있

다. Jessor와 Jessor(1977)의 문제행동이론은 선재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구조는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부모의 종교유무 등을, 사회화정도

는 부모의 이데올로기, 또래의 영향, 대중매체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

이 이론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종단적, 횡단적 적용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Jessor(1991)는 청소년의 위험 행동의 심리사회적 개념을 정립

하고 이 개념적 영역 내에 위험 요인과 고위험 상황에서도 위험행동을 막는 

보호 요인을 나열하고 위험결과(risk outcome)과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03년에 Jessor 등은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을 발표하였다. 이 

모형은 일탈행동, 흡연, 음주 남용, 마약과 다른 약물 남용, 성적 비행과 같

은 문제 행동에 포함되는 위험행동과 심리사회적 보호 요인과의 관계를 하

면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직접적인 효과와 위험요인에 노출된 보호요인

의 중재영향을 설명하였다. 보호요인은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통제와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념을 말하며 위험요인은 문제행동에 더 큰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

하여 문제행동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Jessor 

et al., 2003). 

최근 Nairobi의 한 빈민가에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의 이행에 

관한 심리사회적, 행동적 연구를 보고하였다(Egondi et al., 2013). 가출하

는 청소년으로의 이행 요인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보

호요인의 하부 요인으로는 모델 보호(models protection), 통제 보호

(controls protection), 지지 보호(supports protection)를 제시하였고 위

험요인의 하부요인으로는 모델 위험(models risk), 기회 위험(opportunity 

risk), 취약성 위험(vulnerability risk)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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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Factors
•  Control Protection
•  Support Protection

•  Pro-social Behaviour Protection

Risk Factors
•  Models Risk
•  Vulnerability Risk

•  Problem Behaviour Risk

Leaving Parental Home

Other Transition Markers
•  Sexual Initiation
•  Marriage
•  Pregnancy
•  Involvement in Income

Generating Activity(IGA)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Problem-Behavior Theory 

(Jessor & Jesso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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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과정 중

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transition period) (Hockenberry & 

Wilson, 2010)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적 급성장을 경험하

는데 이 빠른 성장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시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의 과정을 겪게 된다(방경숙 

외, 2014). 또한 청소년들은 융통성이 없고 미숙한 방어기제를 가지며 감정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김남숙, 2002). 내적으로는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수립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며 이에 대한 

해결 능력이 낮으므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장애인 행동적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김남숙, 2002). 

행동적 중독에 속하는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을 말하며 인

터넷 사용조절에 실패하여 개인의 생활에 심한 손상을 주 는 것을 의미한다

(Morahan-Martin & Schumacher, 2000). 또한 인터넷 중독은 현실생활

의 관리가 어렵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증상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증

후군(Davis, 2001)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Young은 1996년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인터넷 중독: 새로운 임상질환

의 출현”이라는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을 알코올이나 다른 충동장애와 같이 실재

하는 행동장애라고 규정하면서 병적인 도박장애를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의 

준거를 정하였다(Young, 1996). 또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자가 인터

넷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적 도박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자신

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려는 충동이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동조절 장애라고 하였다(Young, 1996). 그러므

로 인터넷의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인터넷 중독은 행동적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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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행동적 중독인 인터넷 중독을 분류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

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설득력있는 분류는 컴퓨터 게임 중독, 

정보 과부하, 네트워크 강박증, 사이버 관계 중독, 사이버 섹스 중독 등

(Young, 1996)으로 구분한 것이다.

2013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박효수 등, 2014)를 살펴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11.7%(722천명)로 유아동(6.4%)이나 

성인(5.9%)등의 다른 연령군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2011년에는 10.4%이었으나 2012년에는 10.7%, 2013년에는 

11.7%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별 인

터넷 중독위험군은 중학생(12.5%), 대학생(12.4%), 초등학생(11.0%), 고등

학생(10.8%),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3.4%)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서울이 8.3%(중독위험 인구수 566

천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8.0%, 중독위험 인구수 653천명), 대

전(7.9%, 중독위험 인구수 84천명)순으로 나타나(박효수 등, 2014) 다른 연

령군에 비해 청소년 특히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위험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인터넷 중독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견해와 병리적 증상으로 간주하여 치료를 요하는 임상적 장애라는 의견

(Young, 2007)과 현실생활의 관리가 어렵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증상

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증후군(Davis, 2001)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

만 공통적 의견은 인터넷 중독으로 청소년의 내적·외적인 문제행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신성철 등, 2014). 이종원 등(2001)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을 규범적 문제행동(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성비행형 문제행동, 도

피형 문제행동)과 사이버 문제행동(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사이버 가해

형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이종원 등, 2001). 이 중에서 사이버 문제행

동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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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상공간을 통해 자

아정체감을 실험하고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을 통제하고 인터넷

을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좌절감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몰입하게 된다(Suler, 2000).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은 집이나, 직장, 학교의 사회·심리적 생활에서 어

려움에 처할 수 있다(Beard & Wolf, 2001).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다른 

문제적 행동인 음주, 약물 남용, 싸움행동과 같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동은 

아니기에 문제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상철 등, 2003).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학업성적의 부진, 가출,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 게임 아이템 사기와 절도 및 폭행 등의 문제행동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Anderson & Dill, 2000; Slater, 2003; Gentile et al., 2004).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은 현대에 사는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행동 영역으로 부각

되고 있다(신성철 등, 2014).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인 인터넷 중독의 관련요인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

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과 위험요인(risk factor)을 구분하여 정리를 시도한 사람은 

Rutter(1980)이다. 그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Jessor(1998)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해 위험요인, 보호 요인의 상호 

개념적 영역들을 개발하였는데, 위험 요인은 약물을 사용하는 가족, 가난, 

낮은 학업 수준, 생활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이고 보호요인은 높은 지능, 학

교의 질, 성취와 건강에 대한 가치 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인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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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요인들은 거의 독자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

향력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한상철 등, 2003). 그러므로 선행

문헌들을 기초로 하여 문제행동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요인

(성별, 경제적 상태, 우울)과 보호요인(가족 기능, 자기 통제, 사회적 지지)

으로 구분하고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1)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

위험요인(risk factor)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주 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부적응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직접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말한

다(한상철 등, 2003).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회피행동, 부모의 거부적 행

동, 또래들의 부정적 압력, 교사의 통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요인들은 스

트레스 인자와 관계없이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킨다(Steinhausen & 

Winkler, 2001). 

생물학적 이론(biologically based theories)에 의하면 문제행동은 호르

몬,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또는 유전적인 소인 등으로부터 기인된다(한상

철 등, 2003). Arnett(1992)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의 

증가와 모노아민 산화 억제제(MAO)가 청소년의 충동성을 결정하고 호르몬

은 감각추구성향의 증가시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심리적 위험요인으로는 인지적 미성숙, 정서적 불균형, 높은 감각추구성

향 등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빈곤, 불안전한 이웃과 학교, 부정적인 또래 압력, 부모의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 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이

다(신성철 등, 2014).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성별, 경제적 상태,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다른 관련요인들과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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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별

성별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는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을 더 중독적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Cao & Su, 2006; 

Ko, Yen, Yen, Lin & Yang, 2007; 오원옥, 2007)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친숙감, 남녀 정보화의 불평등, 서구와는 달리 인터넷 사용

에 남녀 차가 적은 우리나라 현실 등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인터넷 중

독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이계원, 2001; 심옥

녀, 2008; 이지영, 2008). 더욱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위험한 온라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Lau & Yuen, 2013) 남자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Tsai & Li, 2003; Stavropoulos, 

Alexandraki & Mottistefanid, 2003; Widyanto & Griffiths, 2006; 

Leung & Lee, 2012). Zhang 등(2008)은 미국과 중국 대학생의 인터넷 중

독을 비교 한 연구에서 중국 남학생이 인터넷 중독의 5가지 차원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

자 청소년은 우울, 불안 등의 내현적 문제들을, 남자 청소년은 부적응 행동, 

공격 행동, 비행 행동 등의 외현적 문제들을 많이 나타내어 성별에 따라 문

제경향이 다름을 보고하였다(Carlson et al, 2009; Brown, 2004).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82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

상으로 우울을 조사하여 여성의 우울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Ryba & 

Hopko,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우울

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정, 2005; 이정선, 

2006). 이러한 성별에 따른 우울 발생률의 차이는 사실상 청소년기에 나타

나기 시작하여 성인기에 지속된다(Piccinelli & Wilkinson, 2000; Murakumi, 

2002). 그러므로 청소년시기부터 성별에 따라 우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성별에 따른 자기 통제 정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Winfree 등

(2006)이 여아와 남아의 자기 통제의 비교에서 여아의 자기 통제가 남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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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Turner와 Piquero(2002)는 13세 이상의 

남성보다 여성의 자기통제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여 성별에 

따라 자기통제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사

이에 다르게 나타난다. 즉, Colarossi(2001)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

적 지지구조, 동료로부터의 만족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

성이 사회적 지지를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들(Moreover, Kendler, 

Myers and Prescott, 2005; Tam et al, 2011)은 여성의 사회적 지지의 정

도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은 우울, 자기 통

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남

성에 비해 여성은 우울의 정도,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률은 낮게 나타났다. 

② 경제적 상태

Central Queensland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Taylor, 2003) 또

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이거나 ‘하’인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오원옥, 2005)를 토대로 낮은 경제적 상태는 인터넷 중독

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atan(2013)은 사회

경제적 상태가 발달하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여 경제적 상태

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연구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적 또는 정적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Lorant 등(2003)은 우울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태는 한 시점이라기보다

는 유지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Lorant 등(2007)이 7년간의 사회경제

적 상태의 변화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연구하여 낮은 경제적 상태는 우울의 

발생빈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외 Everson과 



- 18 -

Maty(2002)도 경제적 상태와 우울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Gilman 등(2003)이 18-39세의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연구에서 낮은 사회

경제적 상태는 우울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중앙 나

이지리아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Shittu et al, 2014)에서도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상태

가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많은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

경제적 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 통제는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받으며 (Bouchard, 2004), 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Bogg & Robert, 2004; Heckman, 

2006; Heckman, 2007). Moffitt 등(2011)은 1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와 건강, 부, 안전도를 조사하여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악화되며 가난하고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하여 경제적 상태와 자

기 통제가 관련되어 있음을 제안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낮으면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가난과 전형

적으로 동반하는 환경적 요구를 관리할 조절 체계를 방해한다(Evans & 

Kim, 2013). 수입이 적은 가정의 아동들은 다차원적인 자기 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Evans et al., 2005; Blair, 2010). 게다가 아동의 낮은 경

제적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은 자기 통제에 의해 중재되어 경제적 상태

는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부정적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Blair, 2010; Blair & Raver, 2012). 

③ 우울

청소년기의 우울은 비행, 공격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

으며(Pavlidis & Mccauley, 2001) 문제행동인 인터넷 중독인 청소년이 높

은 우울증상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Yen et al., 2007; Morrison & 

Gore, 2010; Cheung & Wong, 2011)과 가족과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함으로써 인터넷에 의존하게 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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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김선우와 김태현, 2011)은 우울의 정도가 높으면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

아짐을 나타낸다. 

우울이 선행되어 우울, 고독감, 사회관계 욕구의 대리만족으로 인터넷에 

의존하다가 과다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

한다고 한다는 주장(Young, 1997, Caplan, 2003)도 있다. 또한 인터넷 중

독은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을 접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Davis, 2001). Morrison과 Gore 

(2010)는 인터넷 중독과 우울은 연관되어 나타나며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

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우울이라는 것을 검증한 연구(오원옥, 2003)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혼란, 우울, 그리고 

좌절의 시간을 동반하며 한 순간은 원기왕성하고 열성적이다가 다음 순간

에는 우울해 하여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불안, 긴장이 나타날 수 있

다(Hockenberry & Wilson, 2010). 그러므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정

서적 부적응으로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중의 하나인 우울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고찰은 의의가 있다.

우울과 자기 통제력의 상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증상이 

있는 대마초를 하는 환자들에게 낮은 자기 통제력은 예측적 인자로 나타났

다(Belsky & Beaver, 2011). 또한 모지환 등(2010)은 중학생 2,8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로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이지연, 2011).

Nekouei 등(2014)은 낮은 수준의 삶의 질과 관계된 건강(Health to 

related to Quality of life)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 스트

레스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에게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우울증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Wada et al, 2007), 대우울 증상은 사회

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였다(Benute et al.,  2013). 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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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은 감소한다는 조사연구와 중재연

구결과들(Wang, Hay, Clarke & Menahem, 2013; Uebelacker, 2013; 

Mendelson, Leis, Perry, Stuart & Tandon, 2013; Huang & Hsu, 2013)

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우울의 정도가 낮아짐을 나타내었다.

2)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문제행동으로부터 잠정적인 부정적 결과

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거나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결과를 

중재 또는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다(한상철 등, 2003). 선행연구에서 보호요

인으로는 개인의 적극적인 대처 능력, 부모-청소년 간의 의사소통, 또래 수

용성, 가족과 친척 등의 보호적 성인의 존재, 학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

각 등이다(Voydanoff & Donnelly, 1999; Steinhausen & Winkler, 

2001).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부모

교육, 종교, 가족 기능과 사회적 지지, 자기 통제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 부모 교육

Sung 등(2013)은 부모의 교육정도와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자녀의 고위험 인터넷 중독군의 비

율을 감소시킴을 보고하여 부모의 교육정도는 청소년의 우울, 자기통제, 인

터넷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Wirback 등(2014)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0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11-12세인 시기부터 17-18세가 되기까지 종단적 연구를 한 결과 낮은 

부모의 교육정도는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를 높게 함을 보고하였다. 이 연

구에서 부모교육정도가 낮은 여학생들과 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더 우울

에 취약하였다. 

흡연, 음주, 마약을 하는 행동적 자기 통제가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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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음을 보고하였

다(Pokhrel et al, 2007). 

이기숙과 박소영(2000)은 부모의 교육정도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조

사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우 신체적 스트레스

를 적게 경험함을 보고하였다.

② 종교

Vasegh와 Mohammadi(2007)는 이슬람교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

적 변수, 불안과 우울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종교의 믿음은 우울, 불안

의 정도를 낮게 하고 종교적 믿음에 의한 불안의 예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또한 Sargolzaie, Behdani와 Ghorbani(2001)는 종교적 활동은 대

학생의 우울과 불안과 약물남용을 예방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종교

적 활동이 증가하면 우울, 불안 가능성과 약물남용을 감소시킴을 보고하였

다. 또한 종교적 믿음의 효과로 정신적인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적 전략의 적용이 필요하다(Safara, 2008).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횡단적 자료에서 7-12학년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Desmond, Ulmer & Bader, 2013)에서 마약과 음주를 

하는 청소년 종교의 유무가 자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종교

에 독실함은 자기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교

에 독실한 청소년은 자기 통제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독실함은 자기

통제에 의미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아 청소년의 종교는 자기통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1,596명의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종교적 독실함과 인터넷 중독 성향과의 

관계 연구(Charlton, 2013)에서 종교의 독실함과 인터넷 중독 경향사이에

는 부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임향숙(2004)이 청소년의 종

교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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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경숙(2012)은 종교 생활 변수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는 방향성, 관계

성, 윤리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종교가 인터

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지지한다. 

③ 가족 기능(Family function)

Ko 등(2014)이 타이완에서 2,29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가족 기능, 가족 요소에 관하여 1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그

룹이 비중독 그룹보다 가족 기능 점수가 더 감소하였으며 가족 기능의 악화

와 부모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의 조절을 통한 인터넷 중독 예

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타이완의 중학생 3,6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하지 않은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충돌은 인터넷 중독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약물 남용

과 인터넷 중독을 하는 가족들은 낮은 가족 기능과 가족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 가족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Yen et al., 

2007).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비교연구에서 중독 집단에서는 

응집성 요인과 적응성 요인은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의사소통의 개방성 

요인과 부적 상관성을, 제한성 요인은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안영

숙, 2005). 일상생활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인 가족의 기능면에서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어 방해하므로(Lin & Tsai, 2002; Young, 2004)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는 가족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Yen 

et al., 2007)고 하였다. 가족의 기능에는 사회의 전문가가 대신 해줄 수 없

는 정서적 안정과 애정의 기능과 같은 고유의 기능이 있어 이러한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가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신성

철 등, 2014)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가

족의 기능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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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청소년에 비하여 우울한 대상자는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 

정서적 관계, 행동통제와 같은 가족 기능이 낮음을 보고하였고(Balkan, 

2008) 가족기능이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불안과는 관계가 없

다는 연구보고(Ghamari, 2012)는 가족기능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기능과 자기 통제력 간의 상관관계 연구 중에 가족의 기능이 인터

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박선아(2011)의 연구는 자기 통제력이 가

족 기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또한 Vazsonyi

와 Belliston(2007)는 청소년의 낮은 자기 통제력과 비행에 대한 가족 기능

의 예측력을 조사하여 가족 기능은 낮은 자기 통제력을 경유하여 비행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임을 증명하여 가족의 기능이 자기 통제력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의 상관성 연구에서

는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보여주었다(Kwon 

et al, 2006). 또한 종양병동의 부모와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와 가까운 친구가 가장 큰 사회적 지지 체계였고 그

들의 가족 기능은 높은 응집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가족 기능은 사회적 

지지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Trask et al, 2003). 마약과 음주를 하

는 청소년의 가족의 기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심한 

가족 기능의 부전은 마약과 음주의 소비를 더 높였고 가족의 구조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ilena et al., 

2007). 

④ 자기 통제(Self-control)

1,471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통제가 높을수

록 인터넷 중독이 낮아진다(Kim et al., 2008)고 보고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Oh, 

2003; 최혜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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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는 사상, 가치, 도덕, 사회적 기대, 장기적 목표 지지를 표준안

으로 가져오려는 인간반응의 용량을 말한다(Baumeister et al., 2007). 많

은 사람들이 자기 통제(self-control)와 자기 조절(self- regulation)을 구

분없이 사용하지만 자기 통제는 의도적, 의식적, 노력적 의미가 있어 자기 

조절의 부분집합인 반면에 체온조절과 같은 항상성은 자기 조절 과정이다

(Baumeister et al., 2007). 이 중에 자기 통제는 삶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성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다(Baumeister et al., 2007). 높은 

자기 통제 점수는 좋은 학업성적과 상관성을 가지고, 낮은 자기 통제력은 

대인관계 문제행동의 유의미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Tangney et al., 

2004). 자기 통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이는 특히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이몽숙, 2009). 

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Young(2000)은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하고 위

협이 없는 피난처로 인터넷을 택하고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친

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여 익명의 세계인 인터넷에 몰입한다고 하였다. 인

터넷 중독의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친구관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

독 위험군이 비위험군보다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심한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지지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

적 지지도는 인터넷 중독정도를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Ye & Gao, 

2011).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의 지지는 인터넷 중독과 유

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안석, 2000; 남영옥과 이상준 (200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정도가 낮

아짐을 보고하고 있다(조영란, 2003; 권윤희, 2005). 온라인상으로 조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대인관계는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

을 나타내어(Wang & Wang, 2013)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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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류진아(200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 관련 변수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남영옥과 이상준, 2005)도 있으나 권윤

희(2005)는 교사의 지지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아진다고 보

고한 연구들(문서영, 2004; 조양희, 2004)이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사

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되

어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를 합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아짐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는 친구, 건강전문가나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와 지내는 시간보

다 또래 즉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

소년의 행동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성중, 2000). 심우

엽(2000)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친구가 많고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

으면 자아 존중감이 높고 남을 잘 도우며 물건을 나누는 등 친사회적 행동

을 많이 하고 어려움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친구로부터 거부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아동기의 친구관계는 행동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심우엽, 

2000).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친구의 지지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문제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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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1.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Jessor & Jessor(1977)의 인간의 행동구조(behavior structure)

를 설명한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 PBT)에 근거하여 청

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혀진 위험 요인과 보

호요인들끼리 경로를 설정하여 본 연구를 위한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Antecedent-
Background 

Variables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Social 
Behavior
Variables

PSYCHOLOGICAL
ENVIRONMENT
- Depression

PERCEIVED
ENVIRONMENT
- Social support

BEHAVIOR 
-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 Self-control

PROTECTIVE   
FACTOR
- Parents' education 
- Religion
- Family function

RISK FACTOR
- Gender
- Economic status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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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 구조모형 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Figure 3). 본 연

구의 가설적 모형에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경험적 지지가 낮은 변수는 제외

하고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와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 구

조모형에 하위변수로 설명되고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켜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생변수는 우울, 자기 통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을 포

함하고 측정변수는 총 5개이다. 외생변수는 성별, 경제적 상태, 부모의 교육

정도, 종교, 가족 기능이며 외생변수의 측정변수는 총 8개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간의 관계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모형의 선재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 성별을 포함하

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선행연구(김호정, 2005; 이

정선, 2006; Ryba & Hopko, 2012)와 성별에 따른 자기 통제 정도의 차이

에 관한 연구(Turner & Piquero, 2002; Winfree et al, 2006) 그리고 여

성과 남성사이에 사회적 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Kendler, 

Myers & Prescott, 2005; Tam et al, 2011)에 근거하였다. 또한 성별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Cao & Su, 2006; Ko, 

Yen, Yen, Lin & Yang, 2007; 오원옥, 2007)에 근거하여 성별에서 매개변

수인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와 결과변수인 인터넷 중독으로의 직·간

접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둘째, 가설모형의 선재변수로 경제적 상태를 설정하였다. 낮은 경제적 

상태는 우울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Everson & Maty, 2002; 

Gilman  et al, 2003; Shittu et al, 2014)와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보고(Blair, 2010; Moffitt et al, 2011; Blair & Raver, 

2012), 경제적 상태가 나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과 인터넷 중독 정도

를 높인다는 연구(Taylor, 2003; Satan, 2013)에 근거하여 경제적 상태에

서 우울, 자기 통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직·간접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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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모형에서 경제적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는 지정하지 않았

는데 이 경로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상태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Geckova et al, 2003)를 근거로 하였다. 

셋째, 가설모형의 선재변수로 부모의 교육정도를 설정하였다. 이는 부모

의 교육정도가 낮은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Wirback 

et al, 2014)와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연구결

과(Pokhrel et al, 2007).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자녀의 고위험 인

터넷 중독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Sung 등, 2013)를 근거로 부모 

교육에서 우울, 자기통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넷째, 가설모형의 선재변수로 종교 유무를 설정하였다. 종교를 가진 청

소년이 우울, 불안의 정도를 낮다는 연구결과(Sargolzaie, Behdani & 

Ghorbani, 2001; Vasegh & Mohammadi, 2007)와 종교에 독실함은 자기

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Desmond, Ulmer & Bader, 

2013)와 인터넷 중독성향과 부적인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임향숙, 2004; 

Charlton, 2013)에 근거하여 종교유무에서 우울, 자기통제, 인터넷 중독으

로 가는 직·간접 경로를 각각 가설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가설모형의 선재변수로 가족 기능을 설정하였다. 가족기능이 우

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보고(Balkan, 2008; Ghamari, 

2012), 가족의 기능이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Vazsonyi 

& Belliston, 2007; 박선아, 2011)와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Trask et al, 2003; Milena et al., 2007)와 가

족기능의 악화는 인터넷 중독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Yen et al., 2007; Ko  

et al, 2014) 등을 근거로 가족의 기능에서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지지, 인

터넷 중독으로의 가설 방향을 설정하였다.

여섯째, 인간의 심리적 환경으로 인터넷 중독과 상관성이 확인된 우울

(Davis, 2001; Oh, 2003; Caplan, 2003; Morrison & Gore, 2010; Han & 

Renaw, 2012)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에서 가는 경

로와 인터넷 중독으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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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곱째, 본 모형에서 매개변수는 우울, 자기 통제와 사회적 지지이다. 즉 

자기 통제와 사회적 지지의 보호요인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인 인터넷 중독

은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세 가지 매개요인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

를 설정하였고 우울의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은 증가한다고 가

정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결과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여 가설적 모형을 Figure 3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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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을 내생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1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 이다.

가설2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의 부모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4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의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5 청소년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6 청소년의 자기 통제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7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자기 통제를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8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자기 통제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9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자기 통제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0 청소년의 부모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1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의 자기통제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2 청소년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자기통제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3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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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14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5 청소년의 부모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6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7 청소년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18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19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0 청소년의 부모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1 청소년의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의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2 청소년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3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4 청소년의 자기 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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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심리

적, 사회적 요인을 통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횡단적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국내의 중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서울시와 경

기도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 녀 중학생이다.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5개의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무작

위로 학년별 3개의 반씩을 선정하여 만 13-15세 1,250명의 청소년에게 인

터넷 중독 척도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만 13-15세의 청소년

2) 평소에 매일 한 시간 이상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3) 인터넷 중독 점수가 48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5점, 금단 10

점, 내성 12점을 한 가지라도 초과한 잠재적 위험이나 고위험에 속하

는 청소년

위의 기준에 따라 287명이 선정되었고 이 학생들에게 부모와 학생의 동

의서와 설문지를 나눠주고 서명한 동의서와 설문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

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254개의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불성실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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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작성하거나 획일적인 답안은 제외하고 최종 202명의 자료를 최종 연

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에서 개발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만 10-18세)대상의 K척

도 자가 진단 인터넷 중독 척도이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긍정적 기

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중독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자기인식

보다는 행동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

도에서 인터넷 중독 분류 기준 점수는 ‘일반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고위험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잠재적 위험 사용군은 총점이 48점-52점이

거나 일상생활장애 15점, 금단 10점, 내성 12점을 한 가지라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고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53점을 초과하거나 요인별로 일상생

활장애 17점, 금단 11점, 내성 13점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이다. 일반사용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모두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용주기 등 

중독 인터넷 행동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0었다. 

2) 자기 통제 척도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

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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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만족추구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즉각적인 만족 

추구에 관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 ‘매우 그렇다’을 1점으로 측

정하여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즉 청소

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점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1이었다. 

3) 우울 척도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6)이 구성한 아동용 우

울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한유진(1993)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세에서 17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실시 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 총 2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우울 정서, 행동 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

적 증상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방식의 3점 척도로 우울

의 심각성이 제일 낮으면 1점에서 제일 높으면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7-8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4) 가족기능 척도

①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 

가족기능 중에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은 Olson, Portner & Lavee(1985)

가 개발한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인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가족응집력 10개 항목과 가족적응력 10개항목인 총20개 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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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

다’에 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좋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나쁨을 의미한다. Olson, 

Portner 그리고 Lavee(1985)의 연구에서의 가족응집력의 Cronbach's α 값

은 .77, 가족적응력의 Cronbach's α 값은 .62,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72이었다. 

② 부모-자녀 의사소통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를 길애진(1999)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개방형 의사소통

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를 이용한 Olson등(1986)의 

연구에서 Cronbach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1996)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

사지지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다르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각 지지 유형별 문항의 응답범주는 8점에서 40점까지의 범주를 가지고 

사회적 지지 전체 응답범주는 24점에서 12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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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1월 31일부터 3월 9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5개의 중

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대학 내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제출하여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받고 통과한 후 서

울과 경기지역의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표본추출의 

편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특

별시와 경기도에서 대상학교 5개를 표본추출한 후에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

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들의 동의를 

받고 무작위로 학년별 3개의 반씩을 선정하였다. 연구 목적을 숙지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중에 평소에 한 시간 이상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13-15세 중학생 1,2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이 중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48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5

점, 금단 10점, 내성 12점을 한 가지라도 초과한 잠재적 위험이나 고위험에 

속하는 자 28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대상자들에게 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모든 부모와 학생의 동의서와 

설문지를 불투명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하였고 설문지 작성 후에 직접 테이

프로 봉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가 모두 수거

된 후에 254개의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여 일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회수율

이 88.5%였으며 설문지 회수 후에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불

성실하게 설문을 작성하거나 획일적인 답안은 제외하고 최종 202명의 자료

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연구실에 보관하여 연구자가 직접 자료

를 정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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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9.0와 Amo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

였다.

3) 각각의 연구변수들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은 Amos 20.0 Program으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여 

평균, 편차, 왜도, 첨도,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5)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은 점근적 분포무관 추정법

(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estimates) 일명 가중최소자승법

(weighted least square)을 사용하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X2통계량, 

GFI, SRMR, AGFI, CFI, 표준 X2(Q), RMSEA을 이용하였다.

7) 본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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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만 13세 17명(8.4%), 

만 14세 49명(24.3%), 만 15세 136명(67.3%)로 만 15세가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다. 남학생이 109명(54.0%)으로 여학생 93명(46%)보다 많았고 

경제 수준은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65명(81.7%)으로 가장 많았다. 종

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59.4%)가 있는 경우(40.6%)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있는 경우 기독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6.7%). 인터넷 사용 기간

은 5년 이상(92.1%)이 가장 많게 나타나 인터넷 사용기간이 긴 경우 인터

넷 중독이 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이하가 137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고등학교 졸

업자가 139명(68.8%)을 차지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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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for Difference in Means of Internet Addiction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202)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09 54

Female 93 46

Age

(years)

13 17 8.4

14 49 24.3

15 136 67.3

Economic status

Rich 16 7.9

Medium 165 81.7

Poor 21 10.4

Religion

None 120 59.4

Cristianity

Having

54

82

26.7

40.6
Catholicism  6  3.0

Buddhism 18  8.9

Others  4  2.0

Duration of

using

internet

(year)

≤2 4 2.0

3~4 12 5.9

≥5 186 92.1

Time of using 

internet

(hour/day)

≤2 hour 127 62.9

3-4 hour 63 31.2

≥5 hour 12 5.9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37 67.8

≥College graduate 65 32.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39 68.8

≥College graduate 6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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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표본의 정규성 평가를 위해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Table 

2).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보고, 

일변량 첨도의 절대값이 8.0-20.0까지를 극단적인 첨도라도 보는데 본 연

구의 분석결과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변수 2개의 왜도가 

3.0이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정

규분포 가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근적 분포무관 추정법(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일명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사용

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202)

Variables Mean±SD
Min-Max 

Score
Skewness Kurtosis

Economic status 2.02±0.43 1-3 0.832 7.087

Father's education 1.32±0.47 1-2 4.427 -4.113

Mother's education 1.31±0.46 1-2 4.712 -3.889

Family cohesion 31.36±6.31 14-48 -2.025 -0.400

Family flexibility 29.84±5.78 11-44 -2.060 1.135

Family communication 60.77±12.86 25-93 0.031 -0.897

Depression 40.49±6.50 21-58 -0.124 0.249

Self-control 66.22±9.10 44-88 -0.792 -1.588

Friend Support 29.36±5.59 12-40 0.007 -0.163

Teacher Support 26.32±5.92 13-40 1.231 -1.214

Internet addiction 46.54±6.92 40-57 2.743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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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r)를 확인하였다(Table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우선 

Y1과 X3, X4, X6, X7, X8, Y2, Y3, Y4 변수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나타낸다. 즉,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가족 적응성, 가

족 응집성, 가족 의사소통, 자기 통제, 친구 지지, 교사 지지의 보호요인이 

증가할수록 위험요인인 우울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Y5와 X2, X3, 

X4, X6, X7, X8, Y2, Y3, Y4변수들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교육정

도, 가족 적응성, 가족 응집성, 가족 의사소통, 자기 통제, 친구 지지, 교사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에서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절대값(r)이 0.7이상은 변수 

간에 매우 강한 관련성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 개념의 

삭제를 고려해야한다(김계수, 2005; 배병렬,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

장 큰 상관계수는 r= .63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

되어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위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Pearson's Coefficient)

(N=202)

X2 X3 X4 X6 X7 X8 Y1 Y2 Y3 Y4 Y5

X2 1

X3 -.015 1

X4 -.039 .566** 1

X6 -.169* .067 .012 1

X7 -.143* .023 -.033 .630** 1

X8 -.135 -.033 -.027 .588** .518** 1

Y1 .069 -.105 -.095 -.193** -.137 -.375** 1

Y2 .085 .056 -.006 .090 .108 .281** -.344** 1

Y3 -.008 .062 .081 .294** .197** .376** -.402** .252** 1

Y4 -.099 .034 .027 .253** .207** .302** -.248** .350** .390** 1

Y5 -.021 -.085 -.015 -.224** -.190** -.364** .560** -.400** -.304** -.183** 1

 

** = p≤0.01,  * = p≤0.05

  X1 : Gender                                     X8 : Family communication   

  X2 : Economic status                            Y1 : Depression

  X3 : Father's education                          Y2 : Self-control

  X4 : Mother's education                        Y3 :  Friend support

  X5 : Religion                                    Y4 : Teacher support

  X6 : Family cohesion                             Y5 : Internet addiction 

  X7 : Family flexibility         

-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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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모형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측정변수들이 몇 개의 요

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배후에 어떤 잠재변수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

법으로 관찰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재생성시킬 최소한의 요인을 탐색하는 것

으로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회전방법으로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을 각각 사용하였다. KMO(Kaiser-Meyer-Olkin)와 Barlett의 검정은 자

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과정으로 KMO의 통계량

이 0.5이상인 경우는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을 나타낸다(김계수, 2005). 

요인 분석한 결과 각 측정 변수들은 이론 변수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낮고 요인안의 변수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높아 판별 타당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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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Loading of Observed Variables

Variab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Factor

8

Factor

9

Gender 0.98

Economic 

status

0.98

Father's 

Education

0.72

Mother's

Education

0.54

Religion 0.98

Family 

Cohesion

0.83

Flexibility 0.72

Family 

Communication

0.56

Depression 0.98

Self-

control

0.98

Friend Support 0.71

Teacher 

Support

0.57

Internet 

addiction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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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 모형의 검증

1) 가설 모형의 인정

추정해야할 계수의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방정식의 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인정(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조선배, 2000), 충분인정

(Overidentified)모형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정보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아야 하며 자유도의 수가 0보다 커야한다(김계수, 2005). 자유도

는 정보의 수에서 미지수의 수를 뺀 숫자로 “모형의 간명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자유도(d.f.) = 정보의 수 - 미지수의 수 = k(k+1)/2 - t가 된다(김계수, 2005)

k = 측정변수의 수

t= 미지수의 수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의 수(k)는 13개이므로 정보의 수는 

13(13+1)/2= 91개이며 전체 미지수의 수는 54개로 자유도는 37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전체 모형은 정보의 수(91개)가 미지수의 수(54개)보다 

크고 자유도가 0보다 크므로 모형인정의 가능성이 있다.

 

2)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방정식의 모형 검증을 위해 자료의 결측치는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모수추정법은 점근적 분포무관 추정법(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일명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절

대적합지수인 X2통계량이 53.314(p=.040)으로 P값이 .05보다 작아 귀무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997

로 나타나 본 가설모형이 자료의 변량을 매우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증

분적합지수인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는 

.992,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902, 비교적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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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Fit Index, CFI)는 .965로 나타났다. 간명적합지수인 표준카

이제곱지수(Q)는 1.441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047으로 나타나 최적모델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8). 

수정지수는 각 변수들 간에 추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비추정관계

(Nonestimated Relationships)를 말하며 수정지수가 3.84/50이상(Joreskog 

& Sorbom, 1984) 또는 보수적인 기준인 10.0이상(Fassinger, 1987)의 큰 

값을 가질 때 카이자승의 통계적 유의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조선배, 

2000). 본 연구에서 수정지수(M.I.)는 수정해야 할 경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모두 권장수준으로 적합하며 수정지수를 통하

여 수정해야 할 경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가설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에서 측정변수에 대한 모수추정치와 그 수치의 유의성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있다. 모수추정치는 연구자의 가설이 자료에 

의해 지지받는지 확인가능한 지수이며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하였으며 표준화한 값

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김계수, 2005). 

경로계수는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중 ‘가족 응집성’, ‘아버지의 교육’, ‘친구 지지’를 1

로 고정하였을 때 이론 변수인 ‘가족 기능’, ‘부모의 교육’, ‘사회적 지지’의  

요인계수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므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함

을 나타낸다.

이론모형의 검증을 위한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한 모수 추정치와 표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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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표준화 경로계수 및 각 내생변수들의 다중상관자승치(SMC)의 결과는 

Table 5에서 확인된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자료를 표준화시키고 얻은 회귀계수로 잠재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조선배, 2000). 

Table 6은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모수치 추정 결과이다. 잠재변수들의 하위 

요인들(관측변수)이 모두 유의수준 .05하에 유의함으로 잠재변수들의 하위 

요인들이 잠재변수들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적응

성(Family flexibility)이 가족 기능(Family function)을 설명하는 정도는 

70.9%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 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이 

가족 기능(Family function)을 설명하는 정도는 63.5%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교육정도(Mother's education)가 부모의 교육(Parents' education)정도

를 설명하는 정도는 43.3%로 나타났다. 교사 지지(Teacher support)가 사

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설명하는 정도는 32.7%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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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ameter Estimates of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Theoretical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p SMC

Gender Gender 1.000

Economic 

status

Economic 

status
1.000

Parents’ 

education

Father 

education
1.000 .999 .998

Mother 

education

.656

(.054)
.658 12.105** <.0001 .433

Religion Religion 1.000

Family 

function

Family 

cohesion
1.000 .836 .699

Family 

flexibility

.936

(.088)
.842 10.668** <.0001 .709

Family 

communication

1.954

(.168)
.797 11.637** <.0001 .635

Depression Depression 1.000

Self-control Self-control 1.000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1.000 .690 .476

Teacher 

support

.909

(.145)
.572 6.281** <.0001 .327

Internet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1.000

** = p≤0.01,  * = p≤0.05,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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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가설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에 대해 <Table 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 간 총 25개의 경로가 

설정되었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를 살펴보면 성별

(t=-4.064, p<.01), 경제적 상태(t=1.968, p<.05)와 사회적 지지

(t=-2.725, p<.01)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

한 설명력은 32.9%였고 나머지 경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자기 통제는 사회적 지지(t=2.872, p<.01)에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2.6%이었고 나머지 경로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t=-3.606, p<.01)과 가족 기능

(t=5.784, p<.01)에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

명력은 47.4%였고 부모교육과 종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대

상자의 인터넷 중독은 성별(t=4.535, p<.01), 가족 기능(t=-3.674, p<.05), 

우울(t=5.997, p<.01), 자기 통제(t=-3.739, p<.01)와 사회적 지지

(t=2.233, p<.05)에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

명력은 45.5%였으나 경제적 상태, 부모 교육, 종교 유무에서의 경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의 경로를 바탕으로 한 가설모형의 최

종 경로는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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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ndardized Estimates of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p SMC

Depression

Gender -3.713(.914) -.287 -4.064** <.0001

.329

Economic status 1.664(.846) .027 1.968*   .049

Parents' education -.604(.802) -.063 -.753  .451

Religion .364(.775) .052 .470  .639

Family function -.116(.159) .040 -.728  .467

Self-control -.093(.05) -.097 -1.850  .064

Social support -.701(.257) -.592 -2.725**   .006

Self- control

Gender 1.061(1.406) .092 .754  .451

.226

Economic status 2.143(1.303) .120 1.644  .100

Parents' education .595(1.069) .027 .557  .578

Religion -2.299(1.196) -.106 -1.922  .055

Family function .067(.233) -.078 .288  .774

Social support 1.03(.359) .524 2.872**   .004

Social 

support

Gender -2.064(.572) -.272 -3.606** <.0001

.474
Parents' education .546(.575) .057 .949  .342

Religion .487(.587) -.028 .830  .406

Family function .483(.083) .532 5.784** <.0001

Internet

addiction

Gender 4.435(.978) .239 4.535** <.0001

.455

Economic status -1.695(.953) -.062 -1.778  .075

Parents' education -.328(.707) -.016 -.463  .643

Religion -.399(.807) -.023 -.494  .621

Family function -.56(.152) -.225 -3.674** <.0001

Depression .503(.084) .542 5.997** <.0001

Self-control -.23(.061) -.236 -3.739** <.0001

Social support .647(.29) .192 2.233*   .026

** : p<.01  *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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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모형의 효과분석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한 이론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는 Table 7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분

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사회적 지지이었다. 우울

에 대한 성별과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그리고 우울에 대한 가족 기능은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자기 통제에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

게 나타났다. 성별은 간접효과만 유의하였고 가족기능은 간접효과와 총효

과가 유의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성별과 가족 기능은 직접

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기능, 우울, 자기 통

제이었으며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은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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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Depression

Gender -.297** .124* -.173*

Economic status 1.665* -.013 .093

Parents‘ education -.046 -.037 -.084

Religion .029 -.014 .015

Family function -.088 -.297** -.384*

Self-control -.130 - -.130

Social support -.421* -.057 -.478**

Self-control

Gender .061 -.122* -.061

Economic status 2.098 - .098

Parents‘ education .033 .031 .063

Religion -.129 .028 -.101

Family function .036 .27* .307*

Social support .443* - .443*

Social 

support

Gender -.275* - -.275*

Parents' education .069 - .069

Religion .064 - .064

Family function .610* - .61*

Internet 

addiction

Gender .318** -.157* .162

Economic status -.097 .014 -.083

Parents' education -.022 -.032 -.054

Religion -.028 .058 .030

Family function -.381** -.049 -.430*

Depression .451* - .451*

Self-control -.287** -.058 -.346**

Social support .349* -.343* .005

* : p<.01 *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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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모형의 검증

1)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에 사용한 변수들의 관계가 복잡하여 검증결과 모형의 부합

도가 우수하여 설명력은 매우 높다. 그러나 간명부합도지수가 최적의 수준

에 못 미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가 있어서 모형의 타당성(예측력)과 간

명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작업이 필요하였다. 우선 가설 모형에서 C.R.값이 

가장 작은 경로부터 가족 기능에서 자기 통제로 가는 경로, 부모 교육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 종교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종교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 부모교육에서 자기통제로 가는 경로, 가족 기능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종교에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를 순서대로 하나씩 

제거하여 수정모델을 채택하였다.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Table 8. Fit Indices for Hypothetical Model and Modified Model

Fit

Index

Absolute Fit 

Measure

Incremental Fit

Measure

Parsimonious Fit 

Measure

(dF)

(p-value)

GFI AGFI CFI NFI IFI
Q

(X2/df)
SRMR RMSEA

Criteria (.05) .90-1 .90-1 .90-1 .90-1 .90-1 ≤3 ≤.05 ≤.08

Hypo-

thetical 

model

53.314

(37)

(.040)

.997 .992 .965 .902 .968 1.441 .062 .047

Modified 

model

54.956

(44)
.997 .993 .977 .899 .978 1.249 .059 .035

X2: X2 Statistics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Q: X2/df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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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tandardized Estimates of Variables for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p SMC

Depression

Gender -3.955(.861) -.316 -4.593** <.0001

.346

Economic status 1.63(.824) .104 1.979* .048

Parents' education -.485(.78) -.037 -.622 .534

Self-control -.088(.046) -.122 -1.920 .055

Social support -.852(.153) -.517 -5.553** <.0001

Self- control

Gender 1.325(1.193) .076 1.111 .267

.223
Economic status 2.097(1.234) .096 1.699 .089

Religion -2.057(1.064) -.116 -1.933 .053

Social support 1.075(.198) .469 5.441** <.0001

Social 

support

Gender -2.129(.572) -.280 -3.725** <.0001

.483Parents' education .534(.502) .067 1.062 .288

Family function .485(.082) .607 5.935** <.0001

Internet

addiction

Gender 4.499(.977) .327 4.606** <.0001

.444

Economic status -1.472(.92) -.086 -1.601 .109

Family function -.554(.152) -.383 -3.635** <.0001

Depression .52(.085) .473 6.097** <.0001

Self-control -.218(.054) -.276 -4.044** <.0001

Social support .644(.29) .355 2.218* .027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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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명성이 있는 모형을 위해 간명적합도 지수인 PCFI와 PNFI를 비교하

였다. 간명적합도 지수인 PCFI와 PNFI는 여러 모형 중에 적합도와 간명도

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로 단독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두 개 

이상의 모형 비교에서 PCFI와 PNFI가 높은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 된다(배

병렬, 2011).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하면 적합도에 있어서 값이 

1.642 높아졌으나 RMSEA 값이 0.012만큼 낮게 나타났고 자유도가 7만큼 

높아졌다. 가설모형의 PCFI는 .458이고 PNFI는 .428로 최적의 상태에 미

치지 못하였으나 수정 모형에서의 간명적합도 지수 PCFI와 PNFI값이 .50

이상으로 나와 모든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

로 선정하였다.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표준상관계수와 적합도 지수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0). 



- 58 -

Table 10. Standardized Estimates and Fit Indices of Models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Hypothetical 

Model

Modified

 Model

Depression

Gender -.287** -.316**

Economic status .027* .104*

Parents' education -.063 -.037 

Religion .052 - 

Family function .040 -

Self-control -.097 -.122 

Social support -.592** -.517**

Self-control

Gender .092 .076 

Economic status .120 .096

Parents' education .027 -

Religion -.106 -.116 

Family function -.078 -

Social support .524** .469** 

Social support

Gender -.272** -.271** 

Parents' education .057 .062 

Religion -.028 -

Family function .532** .527** 

Internet

addiction

Gender .239** .327**

Economic status -.062 -.086

Parents' education -.016 -

Religion -.023 -

Family function -.225** -.383** 

Depression .542** .473** 

Self-control -.236** -.276**

Social support .192* .355* 

Fit

Index

53.314 54.956

DF 37 44

GFI .997 .997

AGFI .992 .993

CFI .965 .977

NFI .902 .899

Q(X2/df) 1.441 1.217

RMSEA .047 .035

Parsimonious 

Fit Index

PCFI .458 .551

PNFI .428 .507

** : p<.01 *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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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11).

Table 11.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Depression

Gender -.316** .152 -2.057*

Economic status .104* -.012 1.446

Parents education -.037 -.038 -.990

Self-control -.122 - -.088

Social support -.517** -.057 -.946**

Self-control

Gender .076 -.131 -.963

Economic status .096 - 2.097

Religion -.116 - -2.057

Social support .469* - 1.075*

Social support

Gender -.28* - -2.129*

Parents' education .067 - .534

Family function .607* - .485*

Internet 

addiction

Gender .327** -.162 2.269

Economic status -.086 .017 -1.178

Family function -.383* -.028 -.594**

Depression .473** - .520**

Self-control -.276** -.058 -.263**

Social support .355* -.401* -.082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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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간접효과,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요인인 성별과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이었다. 이들 변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위험 요인인 경제적 상태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통제에 직접 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성별과 가족 기능은 직접

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위험요인인 성별과 보호요인인 가족 기능

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하여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가족 기능, 우울, 

자기 통제, 사회적 지지였으며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

별은 직접효과만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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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의 검증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본 연구의 수정모형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1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316, t=-4.59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예측한 바와 같이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지지되었다.

가설2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104, t=1.97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나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기각되었다.

가설3 청소년의 부모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37, t=-.622), 간접효과(γ=-.038)와 

총효과(γ=-.990)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4 청소년의 자기 통제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22, t=-1.92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17, t=-5.553)와 총효과(β=-.9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예측한 바와 같이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지지되었다.

        

2) 청소년의 자기 통제를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6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자기 통제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76, t=1.1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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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각되었다.

가설7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자기 통제의 정도가 낮을 것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96, t=1.69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

가설8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의 자기통제의 정도가 낮

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116, t=-1.93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469, t=5.441)와 총효과(β=1.075)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기각되었다.

3)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10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80, t=-3.725)와 총효과(γ=-2.12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예측한 바와 같이 부적 방향으로 영

향을 주어 지지되었다.

가설11 청소년의 부모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67, t=1.06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12 청소년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을 것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607, t=5.935)와 총효과(γ=.485)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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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내생변수로 하는 연구가설 

가설13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327, t=4.6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나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기각되었다.

가설14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82, t=-1.6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15 청소년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383, t=-3.635)와 총효과(γ=-.59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예측한 바와 같이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지지되었다.

가설16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473, t=6.097)와 총효과(β=.520)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기각되었다.

가설17 청소년의 자기 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76, t=-4.044)와 총효과(β=-.2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예측한 바와 같이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지지되었다.

가설18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35, t=2.21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나 정적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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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가족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여 수정

된 문제행동모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의 직·간접 경로를 검

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구조모형

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 간의 관련성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모형의 타당성

본 모형은 문헌고찰과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이론을 토대

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모형을 구축하였다. Jessor & Jessor(1977)의 모

형은 많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모형을 한 번에 검증하기 어렵고 

상반된 개념인 문제행동과 관습적 행동에 이르는 변수들의 융합된 모형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문제행동만의 경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개념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맞게 적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족

적 요인이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의 매개 변수를 통한 경로를 설정하

여 복잡한 모형을 단순화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하

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성별, 경제적 상태, 우울은 위험요인으로 부모의 직업, 종

교, 가족 기능, 자기 통제, 사회적 지지는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직·간접 

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검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9개의 잠재변수, 13개의 관측변수 그리고 25개의 가설 경로를 가진 

가설적 모형의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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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는 GFI=.997, AGFI=.992, NFI=.902, RMSEA=.047, 

PCFI=.458, PNFI=.428로 전체적인 최적모델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으

나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기 위해 7개의 경로를 삭제하여 간명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여 GFI=.997, AGFI=.992, NFI=.902, RMSEA=.047, 

PCFI=.551, PNFI=.507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모형에서 성별, 가족 기능, 우울, 

자기 통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정도는 44.4%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구조방정식에서 설명력(R2)은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를 어느 정

도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으로 표시한다(조선배, 2000). 내생변수의 SMC가 낮다는 것이 모형

이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배병렬, 2009).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지역사회에서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

을 검증한 결과(조영란, 2003) 성별,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친구지지, 충

동성, 외로움의 외생변수들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설명력은 15%로 본 연구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명력의 차이가 나타난 근거는 조영란

(2003)의 예측모형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은 학생이 

아닌 일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

른 인터넷 중독위험군인 청소년들의 표본에서 추출한 대상자들에게 시행하

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통제는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설명력은 

22.3%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성별, 가족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48.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수정된 모형에

서 설정된 18개의 경로 중 11개의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이 중

에서 사회적 지지에서 인터넷 중독으로의 경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수정지수가 10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R. 값이 작은 것부터 수정하여 7개의 경로를 제거하였으나 모형이 더 좋

아지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수정모형은 구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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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이

론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족적 요인을 포함하고 

매개요인에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를 개별화하여 이들의 직·간접 경

로의 적합성을 증명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고 이에 관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론적 기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터넷 중독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와의 관계

① 위험 요인으로서의 성별

본 연구결과 위험 요인인 성별은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력을 나타내어(γ=.327, t=-4.593)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γ

=.473, t=6.097), 가족 기능(γ=-.383, t=-3.635), 사회적 지지(γ=.355, 

t=2.218)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여학생(45%)에 비해 남학생(55.0%)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위험군의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많다는 국내 청소년 대상 선행 연구결과(강만철, 2005; 아영아, 

2010)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성별이 인터넷 중독의 주요 예측인자로 보

고한 청소년 대상의 다른 선행 연구결과(Griffiths et al., 1999; Morahan- 

Martin & Schumacher, 2000)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위험요인인 성별

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인 남학생을 우선적 대상자로 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중재전략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별은 우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우울 정도가 낮게 확인되었다(γ=-.316, t=-4.593). 

이는 여학생의 우울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다른 연구결과(김호정, 

2005; 이정선, 2006; Ryba & Hopko, 2012)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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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효과를 주고(β=.473, t=6.097)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의 우울의 정도가 낮으므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한 계획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우울 중재가 우선되는 것이 효율적인 중재전략이 될 수 있

다.

청소년의 성별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 효과(γ=-.280, t=-3.725)를 나타

내는 요인이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 제공은 신체적·심리적 적응과 안정적 대인

관계를 돕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남영옥과 이

상준, 2008). 그러므로 남학생들에 대한 친구와 교사의 지지에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 남학생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적응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의 변

수로 사용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친구와 교사와 함

께 하는 다양한 면담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요약하면 인터넷 중독의 위험 요인인 성별은 인터넷 중독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성별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인 남학

생을 우선적으로 중재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적인 중재로는 여학생에게는 

우울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남학생에게는 친구나 교사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간호 중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위험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상태

본 연구에서는 위험 요인인 경제적 상태에서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로

의 경로를 설정하였는데 이 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 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나 그 설명력이 통제적인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Taylor, 2003; 오원옥, 

2005)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Xu et al, 2014)를 보

여 경제적 상태에 대한 측정 간격을 보다 최소화하여 이들 요인간의 상관성

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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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 요인인 경제적 상태는 위험 요인인 우울에 직접효과(γ=.104 

t=1.979)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은 증가하였

다. 이는 경제적 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횡단적 연구

(Lorant et al, 2003)와 7년간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따른 우울의 결과를 

본 선행 연구결과(Lorant et al, 200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적 상

태가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우울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태에서 자기 통제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

다. 본 연구결과는 Jessor & Jessor(1977)가 제시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출

처를 고려하여 자기통제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의 

정도가 경제적 상태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성에 대한 후속연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약하면 위험 요인인 경제적 상태는 자기 통제, 인터넷 중독으로의 경로

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으나 위험 요인인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어 사회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우

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보호요인으로서의 부모교육정도

외생변수인 부모의 교육정도는 매개변수인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와 결과변수인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서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

으로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이기숙과 박소영, 2000; Pokhrel et 

al, 2007; Sung et al, 2013; Wirback et al, 2014)를 지지하지 못했는데 

본 연구는 가설적 모형 구축시에 Jessor & Jessor(1977)가 제시한 선재변

수에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정도의 하위변수에 근거하여 경로

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본인의 내부적인 특성임에 비해 부모의 교육정도는 환경적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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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는 이 환경적 배경이 대상자 본인에게는 직접

적 영향력이 미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교육정도에서 자기통제, 인터

넷 중독으로의 경로는 경로계수가 작아 수정모형에서 그 경로를 제거하였

다. 지지되지 못한 경로들은 대상자의 수를 늘리거나 표본의 대상자에서 추

출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➃ 보호 요인으로서의 종교유무

보호 요인인 종교의 유무는 매개변수인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와 

결과변수인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종교의 유무가 인터넷 중독의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종교의 유무에서 우울,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으

로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Sargolzaie, Behdani & Ghorbani, 

2001; Vasegh & Mohammadi, 2007; Desmond, Ulmer & Bader, 2013; 

Charlton, 2013)를 지지하지 못했는데 본 연구는 가설적 모형 구축시에 

Jessor & Jessor(1977)가 제시한 선재변수에 아버지의 종교그룹과 어머니

의 종교그룹의 하위변수에 근거하여 종교개념을 선재변수로 설정하였고 

Desmond, Ulmer와 Bader(2013)의 연구에서 종교에 독실한 청소년은 자

기 통제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독실함은 자기통제에 의미있는 효과

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본인의 종교가 부모의 

종교보다 자기통제력에 더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

하였으나 결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첫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과 종교를 독실하게 믿고 몰입하는 것과는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도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

로 종교의 독실함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보다 정확한 도구와 직접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Jessor & Jessor(1977)의 모형

에는 부모의 종교가 변수로 나타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이 중요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종교유무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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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경로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종교의 유무

에서 우울,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으로의 경로는 경로계수가 작아 수정

모형에서 그 경로를 제거하였다. 지지되지 못한 경로들은 대상자의 수를 늘

리거나 다양한 표본의 대상자에서 추출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보호 요인으로서의 가족 기능

인터넷 중독의 보호 요인인 가족 기능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효과(γ

=-.383, t=-3.63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 기능이 높아질수록 인터

넷 중독이 낮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기능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

이나 자기 통제를 통한 매개효과를 거쳐 인터넷 중독에 간접효과를 나타냄

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의 중재에는 다른 인구사회학적인 변

수보다 중재로 인한 변화가 가능한 근본적인 가족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중독자에게 발생하는 가

족 기능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 연구결과들(Yen et al., 2007; Ko et al, 

2014; Senormanci et al, 2014)과 자기 통제력이 가족 기능과 인터넷 중독

의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박선아, 2011)는 이를 뒷받침한다. 가

족은 인간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

로서 개인의 인성과 생활태도 및 가치관이 가족을 통하여 형성된다(최희진

과 유영주, 2003).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가족의 기능에 대한 

중재를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 요인인 가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간

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간호중재의 수행은 인터넷 중독으로의 직·간접

적인 경로의 진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매개변수들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보호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자기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

고 있다(β=.469, t=5.441).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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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β=-.276, t=-.058) 사회적 지지에서 매개효과인 자기 통제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면 자기 통제를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인

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재가 효율적인 간

호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호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

었다(β=-.517, t=-5.553).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우울이 감

소된다는 결과들(Barett & Gotlib, 1990)과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가 높으

면 우울을 감소시키며 인터넷 중독으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

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방법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일깨우

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자기 통제와 우울을 통한 간접 경로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으로의 직접적인 효과(β=.355, t=2.218)도 나타내고 있으나 예측한 경

로와는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서

승연과 이영호, 2007)로 사회적 지지 중에 친구의 지지는 친구와의 친밀감

과 경쟁심의 유발로 인해 오히려 인터넷 중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

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자기통제와 우울을 통해서 내생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 지지 중재는 인터넷 중독

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중재는 인터넷 중독 예방의 기

초가 될 것이다.

자기 통제는 우울에 대해 부적인 영향력(β=-.122, t=-1.920)을 보여서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최윤경과 이지연, 2011)

와 만성적이고 높은 우울정도는 낮은 자기통제의 위험에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Brook, Brook, & Zhang, 2014)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자기통

제력 향상을 위한 중재개발에 교사와 친구들의 협조를 높인다면 자기 통제

력이 증가하여 인터넷 중독률 감소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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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통제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효과(β=-.276, t=-4.044)를 나타냈다. 

즉 자기 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외부의 지시나 감독이 없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하

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제어하는 자기 통제가 인터넷 중독과 부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08)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자기 통제를 높이기 위한 여러 중재방법의 모색이 

인터넷 중독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관계가 지

지되었으나(Kraut, Lundmark, Patterson, Kie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손정순, 2008),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 

자기 통제와 우울을 통한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인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자기 통제와 우울에 영향을 주므로 자

기 통제와 우울의 선별 검사와 이를 활용한 방법이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강화하는 인터넷 예방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시행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β=.473, 

t=6.097) 이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중재의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

는 요인이다. 즉,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의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선행되어서 우울이나 고독감, 사회관계 

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인터넷에 의존하다가 인터넷 중독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Caplan, 2003; 이상주와 배경희, 2004; 전신현, 2008)와 가족과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함으로써 인터

넷에 의존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김선우와 김태현, 2011)와도 일치하므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해 우울에 대한 중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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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및 사

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을 구성한 본 연구는 이 요인들을 보호 요

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인터넷 중독 요인을 Jessor & Jessor(1977)의 

문제행동 모형에 적용하여 검증하고 직 간접적인 상대적 영향력과 중재의 

초점을 맞추고자 시도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 모형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최적의 모형 적합도를 보

이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용가능한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

구의 모형은 문제 행동의 개념을 가진 Jessor & Jessor(1977)의 모형에 인

구사회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적합성을 증명하

였다. 또한 위험 요인,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사정, 중재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구조 모형과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는 사회적 지지가 가

장 큰 영향을 주며, 사회적 지지에는 가족 기능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보호요인인 가족 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적인 간호 중재 프로

그램이 인터넷 중독을 가장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과 사회적 지지인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통한 우울을 관리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하여 알아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

상자를 중학생으로 한정된 것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들에서 게임의 회당 이용시간, 주당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중학생으로 나타나(박경애, 1993; 이춘

재 외, 1995) 이를 반영한 결과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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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입시위주의 학습량 과다로 인터넷 이용과 설문조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제약 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 중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족 기능, 사회적 지지, 자기 통제, 

우울의 도구를 선택하였으며 이것이 다른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 점이라

고 할 수 있다. 

3. 간호학적 연구의 의의와 적용

본 연구는 간호의 이론과 이에 영향을 받는 간호연구와 간호실무의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1) 간호 이론 측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력이 큰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

인들을 보호 요인, 위험 요인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변수간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경로를 검증하였다.

또한 Jessor & Jessor의 이론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 모형으로의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근거로 하여 경로에 대한 설명과 추론을 제공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중재연구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간호 연구 측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관련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

나 회귀분석에서 나온 효과를 검증하였고 각 경로들이 지닌 상대적 중요도 

뿐 아니라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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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게 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결정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중요성과 그 경로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3) 간호 실무 측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들의 중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재의 초점이 될 요인을 확인

하였다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의 포괄적인 간호 교육과 상담뿐 

아니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적용한

다면 청소년의 건강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위한 간호실무의 발

달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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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15세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최적의 모델 적합도를 나타냄으로써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우울, 성별, 

자기 통제, 가족 기능,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44.4%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성별, 가족 기능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48.3%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기 

통제에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통제의 설

명력은 22.3%이었다. 또한 우울에는 성별,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지가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설명력은 34.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남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우울 정도가 높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을 예방할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를 높이기 위

하여 친구와 교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면담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인터넷 중독의 위험 요인인 성별은 인터넷 중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성별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인 남학생을 우선

적으로 중재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적인 중재로는 여학생에게는 우울중재

에 초점을 맞추고 남학생에게는 친구나 교사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맞춤

형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간호 중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기능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이나 자기통제를 통한 매개효과를 

거쳐 인터넷 중독에 간접효과가 있으므로 인터넷 중재에는 가장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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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른 모든 중재에 우선

되어야 한다.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의 정도가 높으므로 우울에 대한 중재관

리가 필요하며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낮으므로 자기

통제 강화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

인 가족기능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대

상자에 따라서 다른 간호 중재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위험요인인 경제적 

상태가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기통제 강화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하

여야 하고 여학생에게는 우울 중재를, 남학생에게는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높이는 중재를 계획하고 적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간호의 초

점이 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가족기능을 높이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경제적 상태가 낮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통

제 강화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중재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필

요하다.  

3) 인터넷 중독 위험군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관리 프로그램으로 간

호중재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인터넷 중독 위험군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지지나 교사지지를 높

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간호중재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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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회관이나 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시설에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자기 

통제 교육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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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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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연구참여동의서-부모님용

<부모님용>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영향 요인탐색”을 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

기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학생의 응답은 같

은 경험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값진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학생이 참여를 동의하시면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학

생이 작성한 설문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귀하의 개인적인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비밀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는 이 연구과제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식에 

서명하시고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원하면 

이 과제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후에 연구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012년 1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최 나 영

연락처: 000-000-0000 

<부모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학생이 연구에 참여

할 것에 동의합니다. 부모님은 차후에 연구의 참여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

을 받았습니다.

 

보호자 서명:               (서명)          날짜:             



- 101 -

Appendix 3. 연구참여동의서-학생용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영향 요인 탐색”을 하

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시면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본인이 작성한 설문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자료는 절대 공개되지 않고 비밀 보장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과제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언제든 원하면 이 과제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최 나 영

연락처: 000-0000-000 

< 학생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 서명: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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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설문지

1. 일반적 특성

다음 항목을 읽으신 후 해당번호에 √표를 해 주시거나 적절한 내용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세        

2.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3. 성별:  여)               남)               

4. 경제수준:  1) 매우 잘 산다      2) 잘 산다          3) 보통  

4) 어렵다              5) 매우 어렵다

5. 종교:  1) 무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6. 성적 반등수 (1학기말 학급 등수를 기준)

1) 상(1-8등)             2) 중상(9-18등)       3) 중(19-24등) 

4) 중하(25-32등)       5) 하(33등 이하)

7. 키              cm             몸무게             kg 

8.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1) 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3년 미만 

4) 3년 이상~4년 미만  5) 4년 이상

9. 하루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시간

10. 인터넷 사용 장소는? 

1) 학교    2) 집    3) PC방    4) 도서관   5) 기타(            )



- 103 -

11. 인터넷을 사용하는 용도는?

1) 게임, 오락                      2) 학습에 도움          3) 정보수집  

4) 대인관계의 형성과 지속    5) 음악듣기

12.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   )안에 번호를 적으시오.     

아버지 (     )/어머니 (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이하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자퇴   4) 전문대 졸업 또는 자퇴 

5) 대학 졸업 또는 자퇴      6) 대학원 재학 이상

13.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십니까?

1) 두 분 모두 다니심         2) 아버지만 다니심  

3) 어머니만 다니심           4) 두 분 모두 직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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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사용

다음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솔직하게 V표를

해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2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3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6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0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1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2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3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4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6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7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9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20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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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통제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솔직하고 빠

짐없이 V표를 해 주세요.

번호 문  항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2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있어야 할 때 차분히 

있을 수 있다.

3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견하거나 

방해한다.

4 나는 수업시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잘 집중한다.

5
나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순서없이 끼어든다.

6 나는 급하게 일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7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하거나 가지려 한다.

8 나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한다.

9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공동 작업을 할 때 

다투거나 잘 싸운다.

10
나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일이라도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한다.

11
나는 기쁜 일로 마음이 들떠 있거나 꾸지람을 들어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12 나는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3 나는 사려가 깊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5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도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한다.

17 나는 하고 싶은 말은 참을 수가 없다.

18
나는 새로 일을 시작할 때는 열을 내지만 곧 하기 

싫어진다.

19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20 나는 스릴과 모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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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나는 가끔 슬프다.

(  ) 나는 자주 슬프다.

(  ) 나는 항상 슬프다.

2

(  ) 나에게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란 없다.

(  ) 나는 일이 제대로 되어갈지 확신할 수 없다.

(  ) 나에게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갈 것이다.

3

(  ) 나는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왠만큼 한다.

(  ) 나는 잘못하는 일이 많다.

(  ) 나는 모든 일을 잘못한다.

4

(  )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  )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

(  ) 나에게는 어떤 일도 전혀 재미가 없다.

5

(  ) 나는 언제나 못됐다.

(  ) 나는 못됐을 때가 많다.

(  ) 나는 가끔 못됐다.

6

(  ) 가끔씩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 날까봐 자주 

걱정된다.

(  ) 나는 나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7

(  ) 나는 나 자신이 싫다.

(  )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  )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8

(  )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이다.

(  ) 잘못되는 일 중 내 탓인 것이 많다.

(  ) 잘못되는 일은 보통 내 탓이다.

9

(  )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  ) 나는 자살하고 싶다.

10

(  ) 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다.

(  ) 나는 울고 싶은 기분인 날이 많다.

(  ) 나는 때때로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11

(  ) 이 일 저 일 때문에 늘 성가시다.

(  ) 이 일 저 일 때문에 성가실 때가 많다.

(  ) 이 일 저 일 때문에 가끔 성가실 때가 있다.

12

(  )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  )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  )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싫다.

13

(  )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  )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  )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린다.

14

(  ) 나는 괜찮게 생겼다.

(  ) 나는 못 생긴 구석이 약간 있다.

(  ) 나는 못 생겼다.

4. 우울

각 문항에서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 

하나 ( )에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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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나는 학교 공부를 해 내려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  ) 나는 학교 공부를 해 내려면 많이 노력해야만 한다.

(  ) 나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학교 공부를 해낼 수 있다.

16

(  )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  ) 나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 많다.

(  ) 나는 잠을 잘 잔다.

17

(  ) 나는 가끔 피곤하다.

(  ) 나는 자주 피곤하다.

(  ) 나는 언제나 피곤하다.

18

(  ) 나는 항상 밥맛이 없다.

(  )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많다.

(  ) 나는 밥맛이 좋다.

19

(  )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  )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픈 것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  )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픈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20

(  )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  ) 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  ) 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21

(  ) 나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

(  ) 나는 가끔씩은 학교 생활이 재미있다.

(  ) 나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때가 많다

22

(  ) 나는 친구가 많다.

(  ) 나는 친구가 좀 있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  )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23

(  ) 나의 학교 성적은 괜찮다.

(  ) 나의 학교 성적은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

(  ) 전에는 무척 잘했던 과목의 성적이 요즈음 뚝 떨어졌다.

24

(  ) 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없다.

(  )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

(  )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

25

(  )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  )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  ) 나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26

(  )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대체로 한다

(  )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대체로 하지 않는다.

(  )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27

(  )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  ) 나는 사람들과 잘 싸운다.

(  ) 나는 사람들과 항상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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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

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

4
우리집에서는 자녀들도 벌칙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우리는 무슨 일이든 우리 가족끼리만 

하려 한다.

6
우리 집은 일의 성질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7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끼리 

제일 가깝다.

8 우리집의 일처리방법은 형편에 따라 다르다.

9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되도록 함께 

보내려 한다.

10
우리집의 벌칙에 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11
우리가족들은 서로간에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12
우리집에서는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일의 

결정에 참여한다.

13
우리가족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일(예:명절, 

제사등)이 있을 때는 가족모두가 참여한다.

14
우리집의 규칙은 일단 정해졌다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15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일들(예: 

취미, 오락활동,여가활동 등)을 잘 생각해 

낸다.

5. 가족 기능

다음 문항은 평소에 귀하가 가족들과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관한 것

입니다. 가장 근접하게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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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6
우리 가족은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돌아가며 맡는다.

17
우리 가족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는 경우 가족과 상의한다.

18
우리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19
우리 집에서는 가족의 일치 단결을 

중요시 한다.

20

우리 집의 허드렛 일(쓰레기 버리기, 

화초에 물주기 등)은 꼭 누가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 110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주저하거나 망설임없이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2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

3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4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5

부모님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다.

6
부모님은 내가 말하기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상태인지 잘 아신다.

7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과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부모님께 부모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0
부모님과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하는 편이다.

13
부모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4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5
부모님께 의논드리고 싶지 않는 고민도 

있다.

6. 가족 의사소통

다음 문항은 귀하가 현재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맞게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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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6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18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19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창피)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대하여 나의 솔직한 감정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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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지지

다음의 문항에 대해 여러분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V표를 하세요.

번호 문  항
전혀 

다르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4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8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9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0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2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13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14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15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16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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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group of Internet Addiction(IA) in Korea increases from 10.4% 

in 2011, 10.7% in 2012 and 11.7% in 2013. Adolescent children in 

this risk group likely cause behavior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personal relation disorder, poor scholastic performance, runway, 

theft, and assault.

Based on Problem Behavior Theory(PBT) by Jessor & Jessor 

(1977), this study employed main psychological, familial and social 

factors and established structural models by integrating risk factor 

and protective factor separately in an attempt to account for Internet 

Addiction. The model was verified by testing goodness of fit.

The study subject includes 202 adolescent children who were 

aged of 13-15 yrs in Seoul and Gyeonggi-do between Jan 31, to 

March 9, 2012. All subjects had been using the Internet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Survey data of potential or high risk group in a total 202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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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IAS>48 or either one of the following Daily life disorder>15, 

Withdrawal symptoms>15, Tolerance>12 were analyzed. Data of  

subjects who made independable or uniform response were excluded. 

Descriptive analyse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were performed by descriptive Analysis. A hypothetical 

model and hypothesis was tested by 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estimates(weighted least square) and goodness of fit for model was 

undertaken by X2test, GFI, SRMR, AGFI, CFI, standard X2(Q) and 

RMSEA.

As a result, the structural model was able to explain an internet 

addiction for 44.4% of subjects, and validated that depression, 

gender, self-control and family function were key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was affected by gender, family 

function and showed 49.3% of an explanation power. Self-control 

was affected by economic condition and social support and showed  

22.3% of an explanation power.

Therefore,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hat enhance 

protective factor (i. e. family function) should precede to prevent and 

intervene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Taken together, preventive 

nursing for internet addition should focus on self-control intensifying 

training for the kid in low economic condition, depression control 

training for girl and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intervention 

for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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