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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매체 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향은 언론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이자 오래

된 사회적 관심사이다. 청소년기는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지식과 문제해결능

력을 습득하는 성장과 준비의 단계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한 매체 효

과 연구는 수용자 일반을 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

는 듯하다. 일례로 많은 연구자들이 TV의 폭력성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세계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전통의 연구 결과

들은 마침내 최근 미국에서 TV를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매체 이용에 관한 연구는 TV로부터 컴퓨터나 이동전화와 같은 새

로운 매체들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컴퓨터 이용과 관련

해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서주현·유안진, 2001; 손경애, 2003; 양돈규, 2000, 

2003), 온라인 일탈 행위(김재휘·김지호, 2002; 양돈규, 2000; 천정웅, 2000), 

컴퓨터 이용과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관계(손경애, 2003; 정기선, 2000; 조남



근·양돈규, 2001), 컴퓨터 이용과 학업간의 관계(예, 신순 ·김창석, 2002; 한정

선·김세 , 2006)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에게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논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에 교육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것이 교육학 분야의 연

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교육적인 관점을 갖기 마련이다. 즉, 청소년의 

순조로운 학습과 사회화를 돕기 위한 예방적이거나 중재적인(interventional) 

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연구가 교육적인 관점을 취한

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교육학적 효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교육에 

적용·참고 가능한 내용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매체 연구는 어떠한 문제가 중요하며 어떠한 분석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교육학적 지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컴퓨터 이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를 통해 개인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적인 활동이 모두 가능

하고, 인터넷 상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는 물론 유해한 정보도 존재한다. 

그러나 언론학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 

가운데는 이러한 사항에 한 충분한 고려 없이 컴퓨터의 이용이나 인터넷 중

독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이 3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과제를 한 경우와 게임을 한 경우, 성인사이트를 열람한 경우의 효과

는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을 연구하는 데는 컴퓨터 이용의 구체

적인 내용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을 이해하는 데 교육학적 지식과 매체론적 지식이 필요하

다는 두 가지 논점은 결국 이 주제에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언론학

이나 교육학, 혹은 심리학 등 단일 분야의 지식 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진 연구는 

결국 이 현상의 일부분을 이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을 매체론적 관점이나 교육학적 관점, 혹은 심리학적 관점 등 특정한 입장에

서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

야만 각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이 보다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컴퓨터의 이용이 유발할 수 있는 효과 가운데 청

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컴퓨터의 이용은 면

면 의사소통이나 기존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독특한 형태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 ·박소라, 2005). 만일 컴퓨터 이

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향을 미친다면 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

이지만, 한걸음 나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김혜

성·김혜련·박수경, 2006; 이정윤·이경아, 2005; Malecki & Demaray, 2003). 

따라서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향력을 

행사한다면, 결국 이는 학교적응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 생활의 중심이 학교인 만큼, 학교적응은 청소년 교육에서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면, 매체 이용과 관련한 학생 지도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는 데 반해 아직 청소년의 컴

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박소라·김은미·나은 , 

2007),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이

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1)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

컴퓨터(인터넷 포함)의 이용은 언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 하위 역으로서 청소년이나 아동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 역

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크게 컴퓨터 이용 자체에 관한 연

구와 컴퓨터 이용이 유발하는 긍·부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는 이용 행태나 동기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

(예, Clark & Tiggerman, 2006; Livingstone, 2002; Tapscott, 1998)와 컴퓨

터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예, 김은미·정화음, 2006; 박소라, 2005; 정재기, 2007; Anand & Krosnick, 

2005; Mitchell, Finkelhor, Wolak, 2005; Orleans & Laney, 2000), 청소년 

집단에서의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예, Becker, 

2000; Borzekowski & Rickert, 2001; Eamon, 2004). 인구학적 요인이나 가

정·가족 요인 외에도 윤리의식, 인터넷 이용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컴퓨터 이용

에 미치는 향을 탐구한 연구(나은 ·송종현, 2006; 김은미·나은 ·박소라, 

2007; 성동규·김소희·이윤석·임성원, 2006)나 자아조절, 공격성, 우울, 불안, 

인관계 등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들이 컴퓨터 이용에 미치는 향에 관

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예, 서승연·이 호, 2007; 이계정·정남운, 2007).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가져오는 결과와 관련해서는 학업, 심리·정서, 일탈, 

매체 이용, 인관계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교육학 분야

에서는 컴퓨터 이용이 유발하는 학업상의 긍·부정적 효과나 인터넷·게임 중독 

및 유해정보 접근, 일탈행위 등에 관한 연구가(예, 김보경·김재동, 2005; 신순

·김창석, 2002; 양돈규, 2000, 2003), 심리학 분야에서는 컴퓨터 이용이 심

리·발달·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향과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가 많다(예, 김종범·

한종철, 2001; 박유진·김재휘, 2005; Subrahmanyam, Greenfield, Kraut, & 

Gross, 2001; Villani, 2001). 국내 언론학 연구자들은 컴퓨터 이용이 인터넷 

이용 양식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예, 나

은 ·박소라·김은미, 2007; 박소라·김은미·나은 , 2007; 배 ·박소라,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도 이루진 바 있다

(예, 안차수, 2005).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첫째,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는 언론학의 주요 연구주제 가운

데 하나임에도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언

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는 

십여 건에 불과하며, 오히려 교육, 심리, 사회복지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더 활

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많지 않은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 컴퓨터 

이용이 유발하는 효과보다는 컴퓨터의 이용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

생 이상의 성인들을 상으로 하는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연구가 이용 및 효과

의 측면에서 미시적인 부분부터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

울 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



한 연구는 불모의 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견, 성인을 상으로 이루어

진 연구 결과를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여길 수도 있으나 이는 온당하

지 않다. 청소년은 인지·정서적 측면은 물론 사회심리적 발달단계의 측면에서도 

성인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둘째, 언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분야 간의 공동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은 청소년의 교육 및 발달, 심

리, 매체이론 등 복합적인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특정 학문분야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연구가 수행된다면, 청소년의 컴퓨터 이

용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은 기 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소년의 컴퓨터 이

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학제간 연구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그 수는 많으나 매체 자체에 한 

관심이 부족한 탓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탈 문제나 학습 효과 등과 

관련한 컴퓨터의 기능적 측면이나 메커니즘에 한 설명이 어렵고, 따라서 부

분의 연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언

론학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 자체도 부족하거니와, 지금

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컴퓨터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과 편향은 일차적으로 언론학자들이 학교현장에 접근

하기 어려운 탓이 크겠지만, 연구자들이 매체론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유발하는 교육적 효과에 한 언론

학 연구자들의 관심과 학제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컴퓨터 이용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향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은 면 면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특징을 가

지며, 이로 인해 인 관계에 독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

컨 , 사회적 맥락 단서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구속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Hiltz, Johnson, & Turoff, 1986; Sproull & Kiesler, 1986), 정보가 풍

부하지 못한 신 익명성과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친 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김문수, 

2005; Walther, 1992). 이와 같이 CMC의 특수성이라는 데 주목한 연구들이 



컴퓨터 이용과 사회적 관계의 연구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향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한 결론은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과연 컴퓨터의 이용이 사회적 관계에 향을 미치는지의 문제와 함께, 만일 

향력이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의 문제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

이다(김문수, 2005). 인터넷이 가족 구조를 수직적인 형태에서 보다 개방적·민

주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고(Belch, Krentlera, & Willis-Flurry, 2005; 

Tapscott, 1998),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친구관계가 비사용자보다 

더 원만하며(Katz & Aspden, 1997), 가상공간의 경험이 현실세계의 경험을 보

완하여 사회 자본을 보완·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다(Orleans & Laney, 2000). 

그런가 하면 인터넷의 이용이 현실에서의 인관계를 체하여 감소시키거나, 

청소년의 사회성, 학교 적응, 또래 및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도 많다(예, Engelberg & Sjoberg, 2004; Nalwa & Anand, 2003; 

Widyanto & McMurran, 2004).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이 인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예, 서미아, 2007).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과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 가운데, 교

육학 및 심리학 분야의 문헌들은 주로 컴퓨터의 이용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이용과 인관계의 문제를 인터넷, 게

임 등에 한 몰입이나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인터

넷, 게임 몰입이 인관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예, 김광웅·유미숙·이지항, 2004; 박명순·박성은, 2004; 성한기·안경옥, 2005; 

양돈규, 2003; 이유경·채규만, 2006).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컴퓨터 이용과 인관계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그 비중이 

매우 낮으며, 연구의 내용 또한 몰입·중독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컴퓨터 이용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적은 현상은 이 주제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 컴퓨터라는 매체

의 이용과 이들의 인관계 문제는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한 키워

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 및 심리학 이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적은 것은, 교육·심리학의 이론적 틀 안에서 매체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라는 두 변인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언론학자들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의 효과 가운데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컴퓨터의 이용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 이용 효과에 한 연구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유발하는 효과를 다룬 언론학 분야의 연구 세 편 가운데 두 편

은 인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배 ·박소라(2005)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TV를 선택한 어린이들은 교내 사회적 관계가 더 활발한 반면, 인터넷을 선호하

는 어린이들은 상 적으로 적지만 정보 유통에 효과적인 위치와 관계를 형성하

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인터넷의 이용 유형에 따라서도 오락이나 정보·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친구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교류형 

이용자들은 적지만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박소라·김은미·나은

(2007)은 인터넷 이용과 인간 관계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하

고, 인터넷 이용 유형(쌍방향 서비스, 인 커뮤니케이션, 콘텐트 소비, 게임, 숙

제)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 다. 이들은 인터

넷을 게임이나 의사소통, 숙제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다중이용

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나 범위, 방식, 품질 등에 있어 더 폭넓고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 특별

히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것은, 언론학 연구자들이 새로운 매체에 해 기존의 

매체와 유사하거나 구별되는 특징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언론학자들은 컴퓨터라는 매체가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존 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매체와 전혀 다른 양상의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데 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예, Hiltz, Johnson, & 

Turoff, 1986; Katz & Aspden, 1997). 그러나 언론학자들이 구축해 온 매체론

적 지식이 기술적인(descriptive) 단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이

용에 관한 연구를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실제적 향력의 문제로 확장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 이용과 사회적 관계라는 언론학의 관심사를 학교 

적응이라는 교육학적 질문과 접목하고자 한다.

3)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

학령기에 접어든 후 개인의 생활 중심은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간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업뿐 아니라 또래집단, 교사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학교의 규범, 질



서에 한 이해와 준수를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의 순조로운 적응은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기의 삶에 결정적인 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업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적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학업부진, 비행으로 인한 징계, 장기결석, 가출 등의 문제를 심화시켜 종래에는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

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에 막 한 향을 미치게 된다(윤여각·박창남·전병

유·진미석, 2002). 또한 사회차원에서도 장차 세수의 감소, 복지비용의 증가, 교

정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박창남, 도종수, 2003).

학교부적응이란 학생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혹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이 학교라는 생활

역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은식·김충회, 2003; 이경화·손

원경, 2005).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개인,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적 환경, 학교

라는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학생이 극복하지 못할 때 주

로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적응 또는 부적응은 학교라는 역과 관련하여 발생하

지만 그 원인이 전부 학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이제까

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은 성,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등 개인적 요인이나 가정환

경, 가족관계 등 학교 외적 요인이 학교적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예, 김용숙·박명숙, 2000; 남순현·임소 , 2006; 최희옥·문재우·박재산, 

2005). 학교부적응의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는 학업중단의 원인에 한 최근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전통적 원인보다 학업이

나 교칙 관련 불만, 문제아 낙인 등 주로 학교부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이 학업중

단의 주 원인임이 제시된 바 있다(예, 박창남·도종수, 2003).

컴퓨터 이용과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예, 김희 ·전미

순·함미 , 2005; 백욱현·백 준, 2002; 변성희·김정민, 2007) 인터넷 중독 및 

게임의 이용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게

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 컴퓨터 이용의 극단적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인지행동치료기법을 활용한 학생상담시스템 개발연구도 이루어졌다(예, 김성식·

이봉건·문성원·김명렬·박종오·임진숙, 2003).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컴퓨터 이용, 또는 구체적

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행태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은 매우 다양한 범주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컴

퓨터 이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 또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컴퓨터

(인터넷) 중독이나 몰입, 단순 이용 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컴퓨터 이용을 

구체화하여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이 왜, 혹은 어

떻게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설명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청소

년이 그들의 부모, 교사, 친구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부모의 관심과 지지, 의사소통(김혜성·김혜련·박수경, 

2006; 이정윤·이정아, 2004; 최희옥·문재우·박재산, 2005), 교사의 지지

(Malecki & Demaray, 2003), 그리고 또래의 지지(최혜숙·이현림, 2003)는 청

소년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만일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향을 미치고 사회적 관

계는 다시 학교적응에 향을 미친다면, 컴퓨터 이용은 학교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과 

사회적 관계,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컴퓨터의 이용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컴퓨터의 이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

컴퓨터 이용 학교적응사회적 관계



3. 연구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의 중학교 2학년 패널 1~4차년도(2003~2006년) 자료를 이용하 다. 

이 자료는 1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2003년 당시 전국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표집하여, 표집된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상으로 1년 간격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조사 내용에는 인적사항과 가정환경, 직업선택·진

로설정·진로준비, 학업, 여가, 일탈, 시간배분, 자아관 등이 포함되었다1).

1) 표본의 특성

표집에는 전국 중학생 수 비 지역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를 층화하여 할당

한 후, 지역별로 학교 수를 결정하고 추출한 뒤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층화다단계군집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이 이용되었다. 1

차년도의 최종 표본은 3,449명이었으며,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하는 표

본의 특성상 표본유지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표 1】참조). 성별은 

1:1의 비율로, 그리고 거주지역은 실제 전국 중학생 수 비율에 맞추어 표본이 구

성되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2~4차년도 조사에서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1차년도(중 2) 2차년도(중 3) 3차년도(고 1) 4차년도(고 2)

F % F % F % F %

성별

남학생 1,705 50.0 1,573 50.0 1,558 50.5 1,541 50.2

여학생 1,706 50.0 1,570 50.0 1,528 49.5 1,529 49.8

표본 수 3,449 3,188 3,125 3,121

표본유지율 92.4% 90.6% 90.5%

1) 자료에 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홈페이지(www.nypi.re.kr/panel/index.asp)

를 참조



2) 측정도구 구성

분석에 사용할 변인들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 문항들을 이용하여 구성

하 다. 부분 패널조사자료에서 구성한 변인별 문항을 그 로 사용하 으나 

일부 문항의 경우 연구 목적에 맞게 필요한 문항을 선별하거나 재구성하여 사

용하 다.

(1) 컴퓨터 이용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은 컴퓨터 이용시간, 이용목적, 그리고 이

용 유형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청소년패널조사는 컴퓨터 이용시간과 목적별 

이용 정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문항을 이용하여 컴퓨터 이용

에 관한 세 가지 변인을 구성하 다. 우선 이용시간은 시간·분 단위로 응답하도

록 하 는데, 이를 30분 단위로 재코딩하 다. 이용목적으로는 컴퓨터 게임, 채

팅·메신저, 전자우편, 동호회·커뮤니티 활동, 전자상거래, 게시판활동, 성인용 사

이트 열람, 학습관련 자료 검색·열람, 학습 외 기타 정보 검색·열람 등 총 9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한 이용 정도를 라이커트 5점 척도상에 응답케 

한 문항을 이용하 다.

기존 연구에서 이용 시간 및 목적별 이용 정도 외에 이용동기나 이용유형도 

주요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예, 나은 ·박소라·김은미, 2007; 박소라·김은

미·나은 , 2007; 황장선·김은혜·조정식, 2006), 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이

용동기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목적별 이용 정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컴퓨터

를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는지는 추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홉 개의 목적

별 이용 정도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해 컴퓨터 이용유형을 추출하 다. 요인 

추출에는 배리멕스를 이용한 주성분추출을 이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관계추

구, 정보추구, 오락추구의 세 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표 2】 참조), 요인점수

를 구해 이용유형 변수로 사용하 다. 전자상거래는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가 낮아 제외되었다.



요인 항목 요인값 아이겐값 설명량1)

관계추구형 동호회·커뮤니티활동 .78 2.41 26.37%

게시판 활동 .72

전자우편 이용 .69

채팅·메신저 .61

정보추구형 학습관련 자료 검색·열람 .86 1.26 18.87%

기타 정보 검색·열람 .82

오락추구형 성인용 사이트 열람 .80 1.23 15.92%

컴퓨터 게임 .72

 1) 설명량 합계는 61.16%임

(2) 사회적 관계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관계 상의 수, 주변인의 지지, 애착 정도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친구, 교사와의 애착 정도로 측정되었다. 친구 애착은 매우 친한 친구를 

물은 후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라는 4

개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응답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상에 이루어졌으며, 응답의 평균값을 친구애착정도로 사용하 다. 이 

변인의 문항간 신뢰도(Chronbach's α)는 1차년도 α = .76, 2차년도 α = .83, 

그리고 3차년도와 4차년도 α = .82 다.

교사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

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

고 싶다’의 3개 문항에 한 응답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교사애착의 문항간 

신뢰도는 1차년도 α = .70, 2~3차년도 α = .73, 4차년도 α = .78이었다.

부모애착의 측정에는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

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라는 3개 문항을 이용하 다. 역시 세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

으며, 문항간 신뢰도는 1차년도의 α = .77, 2~4차년도에는 α = .81이었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현재 처해있는 전반적 상황에 관한 질문 

가운데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여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용

하 다. 사용한 문항은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학교 공부

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비행(범죄)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

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의 5개이며, 각각의 질문에 하여 라이커트 5점 척도상

에 응답하도록 하 다. 이들 문항은 부적응 상태에 관한 질문이므로 실제 분석 

시에는 응답을 역코딩하 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는 1차년도 α = .68, 2차년도 

α = .73, 3차년도 α = .74, 4차년도 α = .77이었다.

4. 연구결과

자료 분석 결과, 연도별로 조사 상 청소년의 86.6~88.9%가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 다. 0.9~1.2%의 학생(30명 내외)들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2~12.2%의 학생들은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학생의 비율은 진학이나 학년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편이었다(【표 3】 참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학교적응1) F % F % F % F %

4.6~5 1,393 40.9 1,397 44.6 1,380 44.8 1,295 42.2 

3.6~4.5 1,607 47.2 1,390 44.3 1,343 43.6 1,360 44.4 

2.6~3.5   367 10.8   320 10.2   322 10.5   375 12.2 

1~2.5    41  1.2    28  0.9    35  1.1    36  1.2 

합계 3,408 100.0 3,135 100.0 3,080 100.0 3,066 100.0 

 1)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정도가 증가함을 의미



학교적응

1차년도

(N=3,411)

2차년도

(N=3,143)

3차년도

(N=3,086)

4차년도

(N=3,070)

M SD M SD M SD M SD

4.26  .62 4.31  .63 4.31  .63 4.26  .65 

 컴퓨터 이용

  이용시간2) 2.63 1.62 2.61 1.56 2.01 1.49 1.75 1.30 

  이용목적3)

   게임 3.45 1.24 3.41 1.26 3.01 1.28 2.83 1.32 

   채팅·메신저 3.59 1.32 3.56 1.30 3.15 1.31 2.85 1.30 

   메일 2.90 1.16 2.54 1.11 2.12 1.00 2.02  .96 

   동호회 3.31 1.29 2.95 1.30 2.54 1.28 2.36 1.25 

   상거래 1.72 1.01 2.06 1.11 2.18 1.10 2.34 1.11 

   게시판 2.38 1.26 2.28 1.20 2.02 1.09 1.90 1.03 

   성인 1.45  .84 1.46  .88 1.43  .78 1.40  .76 

   학습 2.40 1.13 2.32 1.13 2.46 1.13 2.53 1.15 

   기타 2.80 1.22 2.72 1.25 2.87 1.23 2.91 1.22 

 사회적 관계

  친구애착 4.06  .66 4.16  .67 4.24  .63 4.23  .62 

  교사애착 2.46  .82 2.61  .82 2.63  .81 2.64  .87 

  부모애착 3.43  .79 3.47  .77 3.50  .73 3.54  .75 

 1) 이용유형은 요인값으로 M=0, SD=1이므로 표에서 제외함

 2) 단위: 시간

 3) 표에 제시된 이용목적의 수치는 해당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함(1~5점)

컴퓨터 이용시간은 1차년도에 2.63시간에서 4차년도 1.75시간으로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이용목적별로

는 4년에 걸쳐 채팅·메신저와 컴퓨터 게임의 이용 정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고

등학교 진학 이후 채팅·메신저와 게임의 이용 정도가 낮아지고, 기타 정보검색

이 동호회·커뮤니티 활동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중학교 재학 중에는 

목적별로 이용 정도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데 반해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성인 사이트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고르게 이용하고 있어 컴퓨

터 이용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의 이용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Stata 8을 이용하여 횡단적 시계열자료 분석(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 방법은 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각 응



답자에게 아이디값을 부여함으로써 횡단 분석(개체간 효과)과 종단 분석(개체내 

효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또,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변인에 한 통제

가 용이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

석에는 무선선형모형(random effect linear model)을 사용하 다.

1)【연구문제 1】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향

컴퓨터의 이용은 이용시간, 목적,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청소년의 사회

적 관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컴퓨터 이용시간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친구애착(B=-.01, p<.05), 교

사애착(B=-.04, p<.001), 부모애착(B=-.04, p<.001)은 모두 감소하 다.

이용목적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 동호회·커뮤니티 활동, 게시판 활동은 친

구, 교사, 부모와의 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외의 요인

들은 상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친구에 한 애착은 채팅·메신저와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할수록 높아진 반면 성인용 사이트 이용과는 부적인 관

계를 보 다. 교사에 한 애착은 게임을 즐길수록 증가하지만 학습관련 자료 

외 기타 정보의 검색·열람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감소하 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의 애착은 게임 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채팅·메신저 사용이 많은 경우

에는 감소하 다.

이용유형에 따른 효과 역시 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 관계추구형 이

용은 친구, 교사, 부모 모두에 한 애착을 증가시켰고, 정보추구형 이용은 교사

와 부모에 한 애착을 증가시켰다. 반면 오락추구형 이용이 증가할수록 교사에 

한 애착은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관계추구형 

이용자일수록 친구, 교사, 부모에 한 애착이 높지만, 관계추구 요인을 구성하

는 활동인 전자우편, 동호회·커뮤니티, 그리고 게시판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애착이 감소하 다. 둘째, 컴퓨터 게임의 이용은 교사, 부모에 한 애착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컴퓨터 이용과 사회적 관계 사이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한다.【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컴퓨터 이용은 청소년의 친

구·교사·부모애착의 4% 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개체간 효과의 6.5~7.5%를, 

개체내 효과의 1.6~3.1%를 설명하고 있다. 즉 컴퓨터 이용에 따른 개인차 효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른 효과 역시 발생하는 것이다.



친구애착 교사애착 부모애착

상수항 4.81*** 3.38*** 3.78***

컴퓨터 이용시간 -.01* -.04*** -.04***

목적별 이용정도

  게임 -.02  .14***  .05*

  채팅·메신저  .02* -.02 -.02*

  전자우편 -.07*** -.07*** -.03*

  동호회·커뮤니티 -.04*** -.14*** -.04**

  전자상거래  .02** -.01  .00

  게시판 활동 -.07*** -.06*** -.03**

  성인용 사이트 열람 -.10**  .09  .00

  학습관련 자료 검색·열람  .00 -.05  .01

  기타 정보 검색·열람 -.03 -.14*** -.03

이용유형

  관계추구형  .21***  .29***  .12***

  정보추구형  .06  .34***  .11*

  오락추구형  .06 -.22*** -.07

응답자 수  3,447  3,448  3,448

총 관찰 수(1~4차) 12,619 12,606 12,649

R2-within 3.05% 2.08% 1.58%

R2-between 7.52% 6.95% 6.51%

R2-overall 4.84% 4.01% 4.04%

 1) 표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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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구문제 2, 3】사회적 관계와 컴퓨터 이용이 학교적응에 미

치는 향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연구문제 2】)을 분석한 

결과, 조사 상 청소년들이 자신의 친구, 교사,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는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 다(【표 6】 참조). 이 분석에

서 전체 R2는 9.44%이며, 개체내 R2는 3.09%, 개체간 R2는 15.53% 다. 즉, 

친구, 교사,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들 간의 학교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들과의 애착이 높은 학생들은 결과적

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분 B

상수항   2.30***

친구애착    .06***

교사애착    .07***

부모애착    .16***

응답자 수  3,447

총 관찰 수(1~4차) 12,616

R2-within  3.09%

R2-between 15.53%

R2-overall  9.44%

          1) 표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B)임

          *** p<.001

컴퓨터 이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연구문제 3】)을 분석한 결과를【표 

7】의 모형 1에 제시하 다. 컴퓨터 이용시간은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학교적

응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학

교적응수준은 감소하 다(B=-.04, p<.001). 그러나 이용목적별로는 동호회·커뮤

니티 및 게시판 활동, 그리고 학습 외 정보의 검색·열람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낮아졌다. 반 로 게임과 채팅·메신저의 이용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이용유형별로는, 정보추구형 이용자일수록 학교적응수준이 증가하

고, 오락추구형 이용자일수록 적응수준이 감소하 다. 다만, 컴퓨터 이용은 학

교적응에 있어 개체간 효과의 14.22%를 설명하는 반면 개체내 효과는 0.93%

만을 설명하고 있어, 두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우며, 컴퓨터 

이용에 따른 횡단적인 개인차만을 설명할 수 있다.



구분 모형 1 모형 2

상수항 3.41*** 2.37***

컴퓨터 이용

  이용시간 -.04*** -.03***

  목적별 이용정도

    게임  .07***  .05**

    채팅·메신저  .02**  .02**

    전자우편 -.02 -.00

    동호회·커뮤니티 -.02* -.00

    전자상거래 -.00 -.01

    게시판 활동 -.02* -.01

    성인용 사이트 열람 -.00 -.01

    학습관련 자료 검색·열람 -.02 -.02

    기타 정보 검색·열람 -.05** -.03*

  이용유형

    관계추구형  .04 -.01

    정보추구형  .15***  .11**

    오락추구형 -.12** -.08*

사회적 관계

  친구애착  .07***

  교사애착  .06***

  부모애착  .15***

응답자 수  3,448  3,447

총 관찰자 수(1~4차) 12,629 12,556

R2-within   .93%  3.66%

R2-between 14.22% 23.11%

R2-overall  6.50% 13.31%

       1) 표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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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만큼, 이 변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컴퓨터 이용이 학교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 다(【표 7】의 모형 2). 사회적 

관계 변인들이 투입된 후에도 컴퓨터 이용시간은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학교적

응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변인들의 경우 효과가 사라지거나 유의수

준이 감소하 다. 학교적응에 부정적 향을 미친 변인들 가운데 동호회·커뮤니

티 활동과 게시판 활동의 효과는 제거되었고, 학습 외 정보 검색·열람과 오락추



구형 이용은 유의수준이 p<.01에서 p<.05로 감소하 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게임과 채팅·메신저 이용, 그리고 정보추

구형 이용은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p<.01 수준의 유의한 

효과를 유지하 다.

5. 논의

이 연구는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 

이용은 이용량이나 이용목적, 유형에 따라 친구, 교사, 부모와의 관계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적응에도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 다. 또, 사회적 관

계는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인 동시에, 학교적응에 미치는 컴퓨터 이

용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우선 컴퓨터 이용시간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나 게임, 인터넷 등의 과도한 

이용이 청소년의 인관계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김광웅·유미숙·이지항, 2004; 박명순·박성은, 2004; 성한기·안경옥, 2005; 양돈

규, 2003; 이유경·채규만,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동일 표본을 상으로 4년간 축적한 자료로, 일정 수준의 개체 내 효

과가 확인된다면 인과적인 관계의 추정이 가능하다. 즉, 분석의 결과는 컴퓨터 

이용시간이 많은 학생과 적은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결과적으로 주변인들에 한 애착이 감소

한다는 인과적인 효과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이용과 학교적응 간

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유형 가운데 관계추구형 이용이 증가할수록 친구, 교사, 부모에 한 

애착은 증가하 다. 그러나 관계추구형 활동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동호회·커뮤니

티, 게시판 활동은 애착을 감소시켰다. 이는 일견 모순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

나 이 결과는 컴퓨터 이용의 일반적인 유형 내지 성향과 구체적인 컴퓨터 이용 

행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추구적인 이

용자는 실제적·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적극적으로 특정 상



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자우편, 동호회·커뮤니티, 게시판 활동 

등의 개별 행위에서는 불특정한 상과의 관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전

자우편, 동호회·커뮤니티, 게시판 활동은 지근에 있는 인물들과의 관계에는 오히

려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컴퓨터 이용이 인관

계에 미치는 향에 관해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예, Belch, Krentlera, & Willis-Flurry, 2005; Engelberg & 

Sjoberg, 2004; Katz & Aspden, 1997; Widyanto & McMurran, 2004).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관계 맺기의 상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은 채팅·메신저의 이용이 유발한 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팅·메신저의 

이용은 친구에 한 애착을 증가시킨 반면 부모에 한 애착은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채팅·메신저 이용이 관계지향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그 

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CMC

가 기존의 의사소통을 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Engelberg & 

Sjoberg, 2004; Nalwa & Anand, 2003; Widyanto & McMurran, 2004)을 부

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CMC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과 그 상을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후속 연구에서 이용 유형과 목적, 이용 동기 등이 실제 행위로 연결

되었을 때의 효과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게임 이용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이 부모,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점은 

누적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된다(예, 변성희·김정민, 2007; 이유경·채규

만, 2006). 그러나 이는 자료나 분석상의 오류이기보다 측정 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중독수준을 측정하는 검사들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혹은 학교

적응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컴퓨터 

게임 이용정도와 사회적 관계에 해 분석하 다. 컴퓨터 게임을 자주 이용한다

고 하여 게임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컴퓨터 게임은 청소년들이 가

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고, 청소년들이 게임을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교우관계

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까지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최명숙, 2004),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게임이용이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

가 반드시 기존연구와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 밝



혀진 결과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활동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적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장근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학교적응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학

교적응에 컴퓨터 이용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구, 교사, 부모에 한 애착을 통제한 후 컴퓨터 이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학교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들(동호회·커뮤니티 활동, 게시판 

활동, 학습외 정보 검색·열람, 오락추구형 이용)의 효과는 감소하거나 제거된 반

면, 학교적응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들(정보추구형 이용, 채팅·메신저 이

용, 게임 이용)은 통제 후에도 p<.01 수준의 효과를 유지하 다.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김혜성·김혜련·박수경, 

2006; 최현숙·이현림, 2003; Malechi & Demaray, 2003), 이 결과는 매체이용

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 교사,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변인들과의 애착 증가는 컴퓨터 이용의 긍정적 

효과에 한 훼손 없이 부정적 효과만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세계와 관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가 그렇

지 않은가의 문제가 컴퓨터 이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컴

퓨터 이용시간 외에, 학습외 정보 검색·열람, 동호회·커뮤니티활동, 게시판 활동, 

그리고 오락추구형 이용이 학교부적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반

로 게임과 채팅·메신저의 이용이 증가하거나, 정보추구형 이용이 증가하는 경우 

학교적응수준은 증가하 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긴 하게 연결되지 

못한 도피적인 컴퓨터 이용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의 실

생활, 즉 학습이나 교우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은 학교적응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박소라·김은미·나은 , 2007; 배 ·박소라, 2005; 장근 , 

2006)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게임 이용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동호회·커뮤니티 및 게시판 활동의 효과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 상, 양상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고 논의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매체 이용에 관한 언론학의 관심



사와 교육학적 관심사를 접목하고자 한 시도이며, 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변

인 간 관계의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

는다. 그러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가 아닌 기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측정도구의 구성에 제한점이 있었고,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예컨 , 요

인분석을 이용해 목적별 이용정도에서 이용유형을 추출해 사용하여 회귀분석에

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용목적과 이용유형간 상관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나 학교적응에 상이한 효과를 보 기에 분석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 다.

청소년 사이버 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정재기(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부모의 게임시간이 많을수록 자녀 역시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부

모가 검색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 역시 정보검색에 보다 적극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컴퓨터 몰입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볼 것

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활동을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하는가에 

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교계에서는 주제해결 학습, 자

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학습 등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

어나가는 교수-학습방법의 일환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을 수업에 접목시키

는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예, 왕경수·정혜 , 2002). 이는 컴퓨터라는 매

체가 정보탐색, 자료분석, 문제 해결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적 

안으로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이 교육 

현장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매체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하며, 이를 위해 언론학과 교육 및 심리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다시 한 번 

요구된다.



참고문헌

구본용, 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김광웅·유미숙·이지항(2004).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 인관계 성향과 면 인

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지》, 25(2), 109-120.

김문수(2005). CMC를 통한 인 관계 형성에 한 연구: 사회적 맥락단서와 요망성을 중

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4), 191-217.

김보경·김재동(2005). 컴퓨터 게임을 통한 학습의 몰입 관련변인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향의 경로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3), 89-114.

김성식·이봉건·문성원·김명렬·박종오·임진숙(2003). 교사의 인터넷 중독 개입을 위한 학생

상담지원시스템 개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6(3), 133-142.

김용숙·박명숙(2000). 청소년 문제행동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

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회지》, 42(8), 83-106.

김은미·나은 ·박소라(2007).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

국방송학보》, 21(2), 209-257.

김은미·정화음(200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 

125-161.

김재휘·김지호(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3(2), 91-110.

김종범·한종철(2005).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 공격성 , 외로움 , 우

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김혜성·김혜련·박수경(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 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

년 집단을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김희 ·전미순·함미 (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향. 《청

소년학연구》, 12(4), 441-456.

나은 ·박소라·김은미(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별 미디어 이용 양식과 적응: 블로

그형과 게임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392-425.

나은 ·송종현(2006). 어린이의 인터넷·컴퓨터게임 몰입에 미치는 자기통제성의 매개 역할

과 어머니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의 향. 《한국언론학보》, 50(2), 116-147.

남순현·임소 (2006). 부모의 언어학 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53-957.

문은식·김충회(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

계. 《교육심리학》, 17(2), 271-288.



박명순·박성은(2004).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몰입과 사회능력 및 행동 발달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13-327.

박소라(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이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4), 166-190.

박소라·김은미·나은 (2007).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화 및 유형별 친구 관계

의 특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 39-81.

박유진·김재휘(2005).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몰입과 동일시 및 개인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25.

박창남·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배 ·박소라(2005). 어린이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관계. 《한국방송학보》, 19(4), 

307-350.

백욱현·백 준(2002).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지역

발전연구》, 2(1), 155-172.

변성희·김정민(2007).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수준에 따른 인터넷 게임 이용동

기와 학교생활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47-58.

성동규·김소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

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서미아(2007). 일개 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또래애착 정도, 학교생활 처와의 관

계. 《정신간호학회지》, 16(1), 5-13.

서승연·이 호(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91-405.

서주현·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성한기·안경옥(2005).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지

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75-488.

손경애(200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향. 《교육학연구》, 

41(2), 523-548.

신순 ·김창석(2002). 컴퓨터활용교육 : 컴퓨터 게임의 이용행태가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향.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5(2), 79-89.

안차수(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수용 및 중독에 한 접종효용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

연구》, 5(2), 243-275.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

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양돈규(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



학연구》, 10(3), 481-500.

왕경수·정혜 (2002). 주제 해결 학습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한 문화기술적 연구. 《초등

교육연구》, 15(2), 221-238.

윤선희(2000). 인터넷 담론과 청소년 문화. 《한국방송학보》, 14(2), 81-108.

윤여각·박창남·전병유·진미석(2001). 《학업중단 청소년 및 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

개발원.

이경상·박창남(200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265-289.

이경상·유성렬·박창남·김현희·박현수·조주연(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상·조혜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

육연구》, 18(2), 41-64. 

이경화·손원경(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

회지》, 26(4), 157-171.

이계정·정남운(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

치는 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이유경·채규만(2006). 컴퓨터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과의 관계. 《한

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11-726.

이정윤·이경아(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이형하(2003). 인터넷중독정도가 도서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향. 《한국청소년연구》, 10(4), 263-288.

장경문(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통제력이 학교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

는 향. 《청소년학연구》, 12(1), 1-16.

장근 (2006). 청소년들의 온라인 라이프스타일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2006》, 

188-189.

정기선(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사회심리적 향. 《정보와사회》, 2, 183-207.

정재기(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생활시간 자료를 바

탕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51-78.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

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조은정·이혜경(2007).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

활부적응. 《청소년학연구》, 14(4), 59-68.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최명숙(2004).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이용이 공간능력 및 지각속도에 미치는 향. 《교육



정보미디어연구》, 10(2), 57-79.

최혜숙·이현림(2003).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

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01-216.

최희옥·문재우·박재산(2005). 가족 내 갈등과 학교부적응 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

과학》, 17, 79-106.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지도총서 11: 청소년문화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정선·김세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61-188.

황장선·김은혜·조정식(2006). 웹 사이트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인지

된 상호작용성, 인터넷 이용동기 및 관여도. 《한국광고홍보학보》, 8(1), 159-186.

Anand, S. & Krosnick, J. (2005). Demographic predictors of media use among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s, 

48(5), 539-561.

Becker, H. J. (2000). Who's wired and who's not: Children's access to and use of 

computer technology. Future of Children, 10, 44-75.

Belch, M. A., Krentler, K. A., & Willis-Flurry, L. A. (2005). Teen internet mavens: 

Influence in family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 

569-575.

Borzekowski, D. L. G. & Rickert, V. I. (2001). Adolescents, the Internet, and 

health: issues of access and cont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49-59.

Clark, L. & Tiggermann, M. (2006). Appearance culture in nine-to 12-year-old 

girls: Media and peer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Social Development, 

15(4), 628-643.

Eamon, M. K. (2004). Digital divide in computer access and use between poor and 

non-poor youth.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1(2), 91-112.

Engelberg, E. & Sjoberg, L. (2004). Internet use, social skills, and adjustment. 

Cyber Psychological Behavior, 7(1), 187-195.

Hiltz, S. R., Johnson, K., & Turoff, M. (1986). Experiments in group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 process and outcome in face-to-face versus 

computerized conferenc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3, 223-252.

Katz, J. E. & Aspden, P. (1997). A nation of stranger? Communication of the ACM, 

40, 81-96.

Livingstone, S. M. (2002). Young people and new media. London: Sage.

Malecki, C. K. & Demaray, M. K. (2003). What type of support do they need? 

Investigating student adjustment as related to emotional, informational, 



appraisal, and instrumental suppor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3), 

231-52

Mitchell, K., Finkelhor, D.. & Wolak, J. (2005). Protecting youth online: Family use 

of filtering and blocking software. Child Abuse & Neglect, 29, 753-765.

Nalwa, K., & Anand, P. A. (2003). Internet addiction in studies: A cause of 

concern. Cyber Psychologycal Behavior, 6(6), 653-656.

Nie, N. H. & Erbring, L. (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In 

Compaine, B. M. (ed.),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pp. 269-271). Mass: The MIT Press.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ating conflicting finding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Orleans, M. & Laney, M. C. (2000). Children's computer use in the home: Isolation 

or sociation?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8(1), 56-72.

Rice, R. E. & Katz, J. E. (2003). Comparing internet and mobile phone usage: 

Digital divides of usage, adoption, and dropouts. Telecommunication Policy, 

27, 597-623.

Sproull, L. &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1492-1512.

Subrahmanyam, K., Greenfield, P., Kraut, R., & Gross, E. (2001). The impact of 

computer use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7-30.

Tapscott, D. (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Y: 

McGraw-Hill.

Villani, S. (2001). Impact of Media on Children and Adolescents: A 10-Year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4), 392-401.

Walther, J. B. (1992). Interpersonal effects in computer-mediated interaction: A 

relation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23, 3-43.

Widyanto, L. & McMurran, M. (2004). The psychiatric properties of the internet 

addiction test. Cyber Psychological Behavior, 7(4), 443-450.

최초투고일   2008. 1. 18

게재확정일   2008. 2. 20



The impact of computer use o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An analysis of 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Yoon Jae Ja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hee Kim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adolescents' computer use 

on their soci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adolescents' media use have been steadily under way, expanding its 

focus from television to new media like computer or mobile phone. 

Adolescents' computer use is also acting as one of major study 

themes in educational studies. However, there is little interdisciplinary 

study on adolescents' computer use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purposes to combine a communicative question over the impact of 

media use on social relationship with an educational question over 

which factors affect school adjustment: If adolescents’ computer use 

affect their social relationship and the social relationship influence 

their school adjustment, it indicates that computer use has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school adjustment. The first- to fourth- year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was used. The data was colle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rom 3,449 students nationwide who 

were in the second grade at middle school in 2003.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s that computer use variously influences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teachers, and parents 



according to the amount of use, goal of use, and type of use, and it 

also affects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social relationship acts as 

not only a major variable that predicts school adjustment, but also a 

factor that eliminates or reduces the negative impacts of computer 

use on school adjustment. The ke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computer use has negative impacts o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Second, 

relationship-oriented type of use predicted stronger emotional 

attachment to friends, teachers, and parents. But, some activities that 

constitute relationship-oriented use like e-mail, community, and web 

posting weaken such an attachment. Third, playing computer game 

turned out to positively affect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teachers. Fourth,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reduces or eliminates 

the negative impacts of computer use on school adjustment while it 

does not diminishes the positive impacts. Finally, the ties between 

computer use and school adjustment can be explained by whether 

adolescents use computer to enhance their relationship with real 

world or not.

Key words : adolescents, computer use, internet, social relation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ool adju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