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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칭하는 것의 중심에는 인간의 삶이 서로 간의 지
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위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통계청의 1999
년 국민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이재현(2005)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듯
이, 우리나라 성인들은 하루 100분 이상을 방송 및 인쇄 매체 소비에 투여하고
있다. 여기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까지 포함시키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임이 분명하다.
현대의 인간이 소비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정보나 오락 콘텐츠의 소비를 위한 일방향 정보매체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쌍방향 통신매체이다. 전자는 책, 그림,
신문, 영화, 텔레비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작자(author)가 제작을 하여 공
유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 저장 또는 송출한 것을 이용자가 열람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후자는 편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참여자가 저술가와 이용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소통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김태용, 2006; Robinson & Godbey, 1999).
각 매체는 각기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로 인해 내용과 표현상으로 차별적
인 콘텐츠를 담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한 매체를 편중되게 이용하게 되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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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자의 가치관이나 일상적인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통
념이 되었다. 예컨대, 부모들이 “저 아이는 TV를 많이 봐서 그렇게 됐어” 또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놔두면 저렇게 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바
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즉, 인간은 매체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영
향은 개인의 인성이나 습관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세계관, 가치관, 인
간관계를 맺는 방식 등 광범위한 수준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 매체의 강력한
효과를 인정하는 기존의 시각이다.
매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반대 방향의 관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성격의 콘텐츠를 전달하기 마련인 매체들은 그 각각이 차별적 상품
이 되어 서로 다른 관심과 취향을 가진 이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생각
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양한 매체 콘텐츠를 상품으로 하여 행해지는 모든 마케
팅 활동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으로, 결국 매체가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시각
대신에 인간이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여 소비할 뿐이라는
시각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서로 다른 매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사람
들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을 이용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에 대
한 매체의 영향력을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두 방향의 영향이
일시적, 분절적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매체이용에 관련되어 수집된 많은 데이터는
그 인과관계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했다.
본 연구는 바로 그와 유사한 기회를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방
법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가 택한 연구문제는 매체와 인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접근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2003년부터 시작해 4년간 동일
한 조사대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축적된 ‘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 그 가능
성을 찾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수집된 이 데이터는 중학교 2학
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의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
나는 전반적 생활패턴과 인성(개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물로, 응답자의 매체
이용과 개성에 관한 다년간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2. 문헌연구
매체 이용자가 그 내용을 접하게 되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효과론의 오
랜 주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매체의 콘텐츠가 하나의 상품이며, 그것을 소비하
는 이용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대안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필요와 취향이 다른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마케
팅의 기본 전제이다. 즉, ‘매체=>이용자’의 영향과 ‘이용자=>매체’의 영향은 오
랜 시간 양립해온 시각들이며, 그 각각에 기반을 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1) 매체이용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매체 이용이 얼마나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효과론의 입장으로, 매체가 전
달하는 콘텐츠를 소비함으로 인하여 이용자 개인의 인성(개성)과 행동이 변화한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인간들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전통적 대중매체인 텔레비전과 같이 콘텐츠
소비가 주를 이루는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이고, 후자는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매체 등장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연구들의 결과이다.
효과 연구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이지만, 핵심적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매체이
용의 결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에는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특히, 텔레비전의 콘텐츠가 다
분히 폭력적이며(민영․이정교․김태용, 2007), 그러한 폭력적 내용에 지나치게 많
이 노출되는 경우 폭력성, 공포감, 무감각증, 반사회성 등이 형성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왔다. 텔레비전 폭력에의 노출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백과
콤스탁(Paik & Comstock, 1994)의 연구결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
한 병증 외에도 폭력적 콘텐츠는 자아존중감, 정체성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이 우려되어 왔다(Wartella, Lee & Caplovitz, 2002).
매체 콘텐츠가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 모두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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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이용자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용자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같은 콘텐츠라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연구들(박
소라, 2005; Cho & Cheon, 2005; Livingstone, 2002)은 부모나 가정환경에
따라 매체 콘텐츠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브라
이언트와 로크웰(Bryant & Rockwell, 1994)은 유사한 수준의 선정적 프로그램
을 시청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치관 교육이 튼튼하게 이루어진 청소년들은 가치
관의 혼동을 겪을 확률이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매체 콘텐츠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용자 개인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이 매개 변인으로 작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개 변인으로 이용자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자주 고려되었었지
만,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 역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폭력적 콘텐츠
가 이용자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매력적으로 느
낄 때 더욱 커진다는 밴두라(Bandura, 1994)의 연구결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인성적 요인들이 개입할 여지는 최근 쌍방향 매체의 등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쌍방향 매체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과거의 일방향
매체와 달리 제작자와 이용자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
에,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복합적으로 개입할 가
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매체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언론학계에도, 최근에는 일방향적 영향력 보다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중요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갖는 통
신매체로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용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용자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로빈슨과 걷비(Robinson & Godbey, 1999)는 방송형 매체와 통신형 매체를
구분하여 역사적으로 이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통신형 매체가 공공질서와 공중의 사회적 참여, 인
간관계의 유지의 수단이라면, 방송형 매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다. 전자가 시간을 보완하
는 매체(time-enhancing)라면 후자는 시간을 대체하는(time-displacing) 매체
로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은 후자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미국의 전국적 설문조사
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발견은 후속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이 되었다

(Kestnbaum, Robinson, Neustadtl, & Alvarez,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매체
콘텐츠의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시간을 매체이용에 할애하면서 발생
하는 부수적 결과들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앞의 폭력성 연구와는 대비된다.
한편, 매체이용이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매체가 가족관계 또는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탐구가 점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핵가족화와 더불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특히 가정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었고, 가정 내로 각종 매체들이 도입되면
서, 매체이용이 가정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부진과 이해영(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은 가족생활에 상반된
두 가지 경향을 강화시킨다. 하나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과
동일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가족

구성원들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 간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결과도 나왔다.
일례로 탭스코트(Tapscott, 1998)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의 결과로 가족이 기
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대화나 정보교환이 원활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비일관
적인 결과들이 도출된 데에는 가족집단의 특성, 특히 가족 내 의사소통의 원활
함의 정도가 중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의 결과로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
로 인터넷은 사람의 제한된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인
간관계에 할애했던 시간을 인터넷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소홀해진다는 입장과, 정반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기존
관계도 더 돈독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Howard, Raine, &
Jones,

2001; Nie, 2001; Orleans & Laney 2000; Pruijt 2002;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올린스와 레이니(Orleans & Laney, 2000)는 이러한 상반된 시각을 제로섬
(zero-sum)과 비제로섬(non zero-sum) 사고방식으로 규정한다. 제로섬 시각은
새로운 매체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이 기존의 시간과 인간관계를 줄여야만 가
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비제로섬 시각은 오히려 새로운 매체가 새로운 인간관
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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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Nie, 2001)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것처럼 보이
기 십상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혜택 받은 계층, 즉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사회적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이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
차를 두고 분석해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접촉이
줄어든다고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의 이러한 비사회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Nie & Erbring, 2000; Shenk, 1997). 이에 반해, 올린스와 레
이니(Orleans & Laney, 2000)는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상공간이 실제 현
실세계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가상공간과 현실세
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터넷으로 하는 커뮤니케이
션은 기존의 현실세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
을 한다는 것이다(Pruijt, 2002).
이와 같이 매체이용의 영향으로 인간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그 영향력은 맥락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즉, 매
체의 영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을 이용하는데 작용하는 제반 환경이나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충분히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용자가 매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매체이용이 사람의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앞서 소개된 연구
들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소속된 집단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취향에 따라서
매체이용 패턴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주장도 일맥을 이루며 존재한다. 이들의 주
장은 매체이용이 개인의 심리적이거나 충동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행
위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 부류의 연구들 중에 특별히 어린이나 청소년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매체이용의 상당 부분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의 환경이나 맥
락이 그들의 매체이용 행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별(박소라․윤성옥․양지윤, 2004; Children
Now, 2001; Nelson & Cooper, 1997; Woodard & Gridina, 2000), 가족환경
(Fletcher-Flinn & Suddendorf, 1996; Joiner, Messer, Light, & Littleton.,
1998; Nelson & Cooper, 1997; Orleans & Laney, 2000), 친구(박소라․김은
미․나은영, 2007; 배영․박소라, 2005) 등이 밝혀진 바 있다. 그 중 가족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직접적 통제와 부모가 간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주변 환경이 중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집단의 경우, 매체이
용의 상당 부분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과정
에서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매체를 이용하는 제반 환경을 제공하는 실체
로서의 영향력도 갖는다고 하겠다(Turow, 1999; Turow & Nir, 2000). 그 밖
에 어린이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집단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갖는 영향
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일치를 많이 보였던 변
인은 성별이었으며, 그 외의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 등이 확인
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접하는
매체가 달라지고, 그 접한 매체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의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다보니 가치관이나 인성,
인간관계까지도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두
방향의 영향이 공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아직 충분히 검증된 바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매체의 영향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일어나기 보다는 오랜 기
간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설문조사나 일회적 실험으로는 확인
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요컨대, 본 연구는 매체이용이 개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성이 매체이용에 미치
는 영향을 각각 검증한 후, 그 둘 중에 어느 방향의 영향력이 더 강하거나 일관
적인지를 비교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아래의 연구문제로 정리되어
표현될 수 있다.
【연구문제 1】청소년들의 매체이용은 그들의 개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청소년들의 개성은 그들의 매체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위 두 방향의 영향 중 더욱 강하게 또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청소년의 매체이용과 개성 변인들 간의 통시적 상호작용

이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은【그림 1】에 나타난 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시(圖示)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의 매체이용이 그들의 개성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를 동년(同年), 1년 지체로 구분해 살펴봄과 동시에, 그 반대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개성이 매체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동일한 구조로
살펴보는 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 ‘매체이용2003’이 ‘개성2004’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면 그것은 매체이용이 개성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는 것이며,
같은 논리로 ‘개성2003’이 ‘매체이용2004’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면, 개성이
매체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현상이든 결과가 그
원인을 시간적으로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매체이용: TV, 영화, 게임, 휴대전화, 인터넷-서핑, 인터넷-채팅
개성: 자기만족, 공격성향, 주변의식, 정서조절, 성편견, 집단우선

4.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청소년 패널’에 속한 3,449명의 응답자는 조사 원년인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들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통해 추출되었다. 2004년에는 이들 중

3,188명(원년대비 91.4%)이, 2005년에는 3,125명(원년대비 90.6%)이, 2006년
에는 3,121명(원년대비 90.5%)이 조사에 다시 응하였으므로, 패널 조사로서 상
당히 높은 비율의 귀환률(Return Rate)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조사대상 중 4개년에 걸쳐 누락 없이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응답을 한
경우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총 2,796명(남자
1,392명, 여자 1,404명)이었다. 참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종이설문
으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전화설문으로 이루어졌다.

2) 주요변인
(1) 매체이용
매체이용량을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타당한 방법은 일간 혹은 주간 사
용시간을 물어 그 수치를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매체이용 관련 자료는 응답자가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3가지를 TV, 라디오, 신문/잡지, 비디오/DVD,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
인터넷 채팅, 인터넷 서핑/검색, 영화관람,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동호회/카페/커
뮤니티 활동 등의 매체이용 활동을 포함한 총 52개의 목록 중에서 선택하게 하
는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양적 분석에 사용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52개의 여가활동 목록 중에서 가장 시간투여량이 많은 3개가 선택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각각의 매체가 선택될 확률은 약 40%(2003년 데이터 기준)
에 육박하는 TV와 게임 등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이 수치 역시 패널 구성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며 더욱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온라인게임과 컴퓨터게임 그리고 영화감상과
비디오/DVD처럼 유사성이 높은 매체이용 활동들을 묶어 각각 ‘게임,’ ‘영화’ 등
으로 칭해 카운트하는 일종의 통합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선택률이 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난 라디오, 신문/잡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 결과로 정리된 매체이용 활동은 TV, 영화, 게임, 휴대전화, 인터넷-서핑
(웹사이트 서핑, 검색, 카페/커뮤니티 활동 포함), 인터넷-채팅(메신저)이었다.
결국, 각 연도의 데이터 내에서 위에 열거된 6개의 매체이용 활동 각각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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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생성이 되었으며, 응답자가 이들 각각을 3대 여가활동 중 하나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 변인의 값이 ‘1’로 코딩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코딩이 되었다. 이 때, 여가시간의 총량이 전체 응답자들 중 하위 1/3에
해당하는 이들은 매체 선택에 무관히 ‘0’으로 코딩되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여가활동으로 위의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 역시 절대적으
로 낮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코딩은 패널조사 원년인 2003년부
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매체에서 ‘1’로 코
딩된 응답자의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TV 43.9%, 영화 8.1%, 게임 39.0%,
휴대전화 8.0%, 인터넷-서핑 13.5%, 인터넷-채팅 9.7% 수준이었다.

(2) 개성
‘청소년 패널’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에는 자아관을 측정하기 위한 다수의 문
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에서 추출한 ‘자아존중,’ ‘자
기신뢰,’ ‘공격성-신체공격,’ ‘공격성-분노,’ ‘공격성-정서조절,’ ‘주변의식,’ ‘성역
할정체감,’ ‘집단우선,’ ‘삶만족도’를 응답자의 개성변인들로 사용하였다. 이들 변
인들은 각각 아래에 설명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1)
가. 자기만족: 자아존중, 자기신뢰, 삶만족도의 통합
‘자아존중’을 측정하기 위한 6개의 항목 중 나머지 3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
면서 부정적 표현으로만 바꿔 쓰인 3개 항목을 제외한 후 신뢰도분석을 한 결
과, 1개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남은 2개(아래)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808).
-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신뢰’의 경우, 설문에 포함된 자기신뢰감 항목 3개(아래)의 평균값을 그
1) 개성변인들을 구성하기 위한 항목들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분석(예: 신뢰도분석)은 모두
조사원년인 200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2004~2006년 데이터
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여러 해에 걸쳐 동일 변인들을 반복해 측정하는 패널
연구의 특성상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변인구성 방법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다.

대로 사용하였다(⍺=.819).
-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삶만족도’의 경우, 1개 항목(아래)으로 이루어진 삶만족도 값이 그대로 사용
되었다.
-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양축으로 하
는 5점 척도)
이들 3개 변인은 이어 실시된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그들의 평균값이 ‘자기만족’이라는 통합변인으로 명명되어
사용되었다.
나. 공격성향: 공격성-신체공격, 공격성-분노의 통합
‘공격성-신체공격’의 경우, 설문에 포함된 공격성 항목들 중 공격성-신체공격
에 관련된 2개 항목(아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691).
-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공격성-분노’의 경우, 설문에 포함된 공격성 항목들 중 공격성-분노에 관련
된 4개 항목(아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715).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들 2개 변인은 이어 실시된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그들의 평균값이 ‘공격성향’이라는 통합변인으로 명명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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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변의식
응답자의 ‘주변의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2개 항목(아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840).
-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라. 정서조절
설문에 포함된 공격성 항목들 중 ‘공격성-정서적조절감’에 관련된 3개 항목들
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1개가 제외됨에 따라, 남은 2개(아래)의 평
균값이 사용되었다(⍺=.675).
-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마. 성편견
응답자의 성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6개 항목들(아래)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6개 항목
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703).
-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
-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바. 집단우선
1개 항목(아래)으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한 응답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 개인(나)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다

(3) 통제변인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매체이용 변인들과 개성 변인들과 공히 상관관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성별’과 ‘가구월소득’ 두 변인을 이후 모든 영향관계 분
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참고로, ‘가구월소득’ 데이터는 가구용 설문
결과에서 추출한 것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답을 한 것이다.

3) 분석방법
연구모형에 나타나 있듯이, 본 연구는 매체이용 변인들과 개성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영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응답자가 동일한 문항에
매년 한 번씩 4년에 걸쳐 응답한 결과를 이용하는 하는 것이므로, 매체이용 변
인들이 당해 연도 개성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1년 뒤의 개성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 방향으로, 개성 변인들이 당해 연
도 매체이용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1년 뒤의 매체이용 변인들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검증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이
용자의 개성이 매체이용을 결정하는 측면과 매체이용이 이용자의 개성을 결정
하는 측면을 비교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매체이용 변인
들의 측정수준에 관련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매체이용량을 절대적
시간량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각 응답자가 수십 가지의 여가활동들의 목록
중에서 3가지 주요활동이 무엇인가에 관해 응답한 결과에 각 매체의 이용활동
이 포함되었는가 여부를 ‘있음(1)’, ‘없음(0)’으로 코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러한 데이터의 구조는 응답자의 개성 변인들이 매체이용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한계
를 발생시켰다. 물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 영향력을 대변하는 계수들과
그 각각의 유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나, 이 계수들은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매체이용이 개성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의 계수들과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영향관계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 대신에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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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변인들과 개성 변인들의 이원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의 차원
을 조정하였다. 물론,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로 영향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본질
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년도의 매체이용과 후년도의 개성 변인들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또는 그와 반대로 전년도의 개성과 후년도의 매체이용 변인들
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면, 조심스럽게나마 그들의 개연적(蓋然
的) 영향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응답자 성별과 가구월소득이 상관관계 분석에 투입될 두 집단의
변인들(매체이용 & 개성)과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나, 통제
변인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변인을 통제변인으
로 한 상태에서 일련의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분석이 각 매체이용
변인과 개성 변인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들 분석은 동년의 관계와 양방향(매체이
용=>개성 & 개성=>매체이용)의 1년 지체 관계로 나뉘어 총 3회 실시되었다.

5. 연구결과
4년에 걸쳐 매체이용과 개성 변인들은 서로 최소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동년 분석과 1년 지체 분석에서 공히 드러났다. 【표
1】은 동년 관계의 부분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의도가 0.05 이하인 관계에는 회색 음영을 추가하였다.

2003 (중2)
자기만족(중2)

TV
(중2)
-.064**

영화
(중2)
.047*

게임
(중2)

휴대전화
(중2)

I-서핑
(중2)

I-채팅
(중2)

-.088**

-.010

.000

-.020

*

*

공격성향(중2)

-.014

.035

-.002

.042

.042

.067**

주변의식(중2)

.022

.002

-.019

-.033

.045*

.005

정서조절(중2)

.035

.017

.019

-.001

.014

.001

성편견(중2)

.022

.034

-.021

.029

-.029

.043

집단우선(중2)

.013

.024

-.002

.015

-.004

.030

*

2004 (중3)
자기만족(중3)
공격성향(중3)
주변의식(중3)
정서조절(중3)
성편견(중3)
집단우선(중3)

2005 (고1)
자기만족(고1)
공격성향(고1)
주변의식(고1)
정서조절(고1)
성편견(고1)
집단우선(고1)

2006 (고2)
자기만족(고2)
공격성향(고2)
주변의식(고2)
정서조절(고2)
성편견(고2)
집단우선(고2)
*

TV
(중3)
-.112**
-.008
-.009
-.024
.025
.010

영화
(중3)
.004
-.022
-.028
-.001
-.014
.017

게임
(중3)
-.077**
.002
-.015
.027
-.014
.020

TV
(고1)
-.167**
.009
-.053**
-.028
.083**
.055**

영화
(고1)
.017
.050**
-.007
.006
.009
.026

게임
(고1)
-.096**
.022
-.022
-.019
.008
.018

TV
(고2)
-.120**
.036
-.014
-.051**
.042*
.051**

영화
(고2)
.018
.043*
-.018
-.018
.059**
.055**

게임
(고2)
-.084**
.009
.008
-.018
.024
.033

휴대전화
(중3)
-.005
.014
.038
.024
.036
.010
휴대전화
(고1)
-.046*
.038*
-.016
.031
.060**
.030
휴대전화
(고2)
-.033
.030
-.020
.021
.060**
.034

I-서핑
(중3)
.028
.006
.059**
.058**
-.014
-.018

I-채팅
(중3)
-.068**
.057**
.003
-.026
.054**
-.027

I-서핑
(고1)
-.008
.030
.041*
.040*
.002
.003

I-채팅
(고1)
-.060**
.034
-.064**
-.017
.068**
.005

I-서핑
(고2)
-.077**
-.012
.010
.028
-.019
.020

I-채팅
(고2)
-.045*
.014
.015
-.003
.039*
-.016

p<.05; ** p<.01
I-서핑: 인터넷 서핑 / I-채팅: 인터넷 채팅

위의 동년 결과를 해석하면, TV를 즐겨 시청하는 청소년들과 게임을 많이 하
는 청소년들은 4년에 걸쳐 공히 낮은 자기만족 수치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채팅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성편견(남성우월주의)을 가지고 있
다는 사실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4년 중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된 관계들로는, 인터넷-서핑과
주변의식의 정적(+) 관계(중2~고1) 그리고 인터넷-채팅과 자기만족의 부적(-)
관계(중3~고2)가 있었다. 이는 인터넷-서핑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주변인들
을 많이 의식한다는 의미이며, 인터넷-채팅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자기만족
정도가 그것을 적게 하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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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4년 중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된 관계들로는, TV시청
과 성편견의 정적(+) 관계(고1~고2), TV시청과 집단우선의 정적(+) 관계(고1~
고2), 영화와 공격성향의 정적(+) 관계(고1~고2), 휴대전화와 성편견의 정적(+)
관계(고1~고2), 인터넷-서핑과 정서조절의 정적(+) 관계(중3~고1), 그리고 인
터넷-채팅과 공격성향의 정적(+)관계(중2~중3)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은 과연 이들이 TV, 게임, 인터넷
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성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본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그러한 개성을 갖게 되었고, 그 개성 때문에 특정 매체들을 상
대적으로 많이 또는 적게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두 변인
간의 상관성 정도와 그 극성(양/음의 방향)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1년의 시간 지체를 두
고 매체이용과 개성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교차로 분석하는 시간교차
(cross-lagged)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동년
동일한 설문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내에서 횡단적으로 변인 간 관계분석을 하
는 것이 아니라, 1년 지체의 상관관계를 양쪽 방향으로(매체이용이 선행하는 경
우와 개성이 선행하는 경우로) 분리해 살펴봄으로써 매체이용 변인들과 개성 변
인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표 2】와【표 3】은 각각
매체이용이 선행한 경우의 상관관계(전년도 매체이용과 후년도 개성의 상관관
계) 분석 결과와 개성이 선행한 경우의 상관관계(전년도 개성과 후년도 매체이
용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매체이용(중2)
=> 개성(중3)

TV
(중2)

자기만족(중3)

-.055**

영화
(중2)
.051**

게임
(중2)

휴대전화
(중2)

I-서핑
(중2)

I-채팅
(중2)

-.053**

.034

.027

-.022

**

공격성향(중3)

-.002

.019

-.017

.050

.022

.049*

주변의식(중3)

.007

.002

-.020

-.027

.055**

-.019

**

.031

정서조절(중3)

.017

.027

-.013

.029

.051

성편견(중3)

.020

.013

-.015

.030

.003

.063**

집단우선(중3)

.009

.024

-.009

.017

-.006

.008

*

매체이용(중3)
=> 개성(고1)
자기만족(고1)
공격성향(고1)
주변의식(고1)
정서조절(고1)
성편견(고1)
집단우선(고1)

TV
(중3)
-.107**
.011
.007
-.015
.059**
.035

영화
(중3)
.013
-.013
-.012
.013
.025
.007

매체이용(고1)
=> 개성(고2)
자기만족(고2)
공격성향(고2)
주변의식(고2)
정서조절(고2)
성편견(고2)
집단우선(고2)

TV
(고1)
-.130**
-.001
-.019
-.050**
.061**
.058**

영화
(고1)
.025
.027
-.031
.038*
.020
.037

게임
(중3)
-.076**
-.039*
-.001
.010
-.024
-.012

휴대전화
(중3)
-.009
.019
.008
.038*
.045*
-.013

게임
(고1)
-.094**
.014
-.035
-.009
-.006
-.007

휴대전화
(고1)
-.001
.051**
-.014
.029
.059**
.043*

게임
(중3)
-.074**
.000
-.027
.035
-.032
-.038*

휴대전화
(중3)
.001
.009
-.015
-.021
-.005
-.008

I-서핑
(중3)
.002
.019
.024
.009
-.015
-.020

I-채팅
(중3)
-.055**
.037
.006
.019
.064**
-.013

I-서핑
(고1)
-.006
-.005
.006
.007
-.019
.006

I-채팅
(고1)
-.060**
.014
-.009
-.033
.037
.025

**

p<.05; p<.01
I-서핑: 인터넷 서핑 / I-채팅: 인터넷 채팅

개성(중2) =>
매체이용(중3)
자기만족(중2)
공격성향(중2)
주변의식(중2)
정서조절(중2)
성편견(중2)
집단우선(중2)
개성(중3) =>
매체이용(고1)
자기만족(중3)
공격성향(중3)
주변의식(중3)
정서조절(중3)
성편견(중3)
집단우선(중3)

TV
(중3)
-.086**
-.010
.008
-.006
.022
-.008
TV
(고1)
-.148**
.007
-.055**
-.053**
.046*
.022

영화
(중3)
.026
-.017
-.023
.011
-.006
.027
영화
(고1)
-.002
.034
-.005
.036
.013
-.001

게임
(고1)
-.093**
.010
-.042*
.023
.006
-.009

휴대전화
(고1)
-.043*
.015
-.024
-.013
.041*
.002

I-서핑
(중3)
.029
.023
.023
.023
-.025
-.004
I-서핑
(고1)
-.005
.038*
.029
.020
.013
.001

I-채팅
(중3)
-.055**
.044*
.003
-.022
.041*
-.021
I-채팅
(고1)
-.038*
.014
-.043*
.012
.03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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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고1) =>
매체이용(고2)
자기만족(고1)
공격성향(고1)
주변의식(고1)
정서조절(고1)
성편견(고1)
집단우선(고1)
*

TV
(고2)
-.107**
.012
-.036
-.063**
.047*
.037

영화
(고2)
-.010
.033
-.040*
-.018
.029
.039*

게임
(고2)
-.107**
.031
-.038*
-.055**
.023
.017

휴대전화
(고2)
-.044*
.035
-.027
.016
.062**
.030

I-서핑
(고2)
-.035
.003
.004
.015
-.002
.011

I-채팅
(고2)
-.047*
.012
-.011
-.030
.061**
-.004

p<.05; ** p<.01
I-서핑: 인터넷 서핑 / I-채팅: 인터넷 채팅

【표 2】~【표 3】에 드러나 있듯이, TV와 자기만족의 부적(-) 관계 그리고
게임과 자기만족 간의 부적(-) 관계가 4년의 기간 동안 양방향 모두에서 뚜렷
이 나타났다. 이는 곧 TV를 많이 시청했거나 게임을 많이 한 청소년들은 훗날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만족하
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훗날 TV나 게임을 많이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매체이용 변인이 선행된 경우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2】에 따르면, 4년
의 조사기간 중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TV와 성
편견의 정적(+) 관계(중3=>고1=>고2), 휴대전화와 성편견의 정적+(+) 관계(중
3=>고1=>고2), 인터넷-채팅과 성편견의 정적(+) 관계(중2=>중3=>고1)였다. 이
결과는 곧 과거에 TV를 많이 시청했거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했거나, 인터넷채팅을 많이 했던 청소년들은 훗날 성편견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성 변인이 선행된 경우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3】에 따르면, 4
년의 조사기간 중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자기만
족과 휴대전화의 부적(-) 관계(중3=>고1=>고2), 주변의식과 게임의 부적(-) 관
계(중3=>고1=>고2), 정서조절과 TV의 부적(-) 관계(중3=>고1=>고2), 성편견
과 TV의 정적 관계(중3=>고1=>고2), 성편견과 휴대전화의 정적 관계(중3=>고
1=>고2)였다. 즉, 자기 자신에 만족감이 낮았던 청소년들은 훗날 휴대전화를 많
이 이용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훗날 게임
을 많이 하게 되며, 정서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훗날 TV를 많이
보게 되며, 과거에 성편견을 갖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훗날 TV를 많이 보고 휴
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의 일반적 해석법에 충실하여 과거의 무엇이 미래의
무엇과 관계있다는 방식으로 해석을 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간교차

(cross-lagged) 상관관계 분석의 근본 취지는 위와 같이 두 변인을 시간 격차
를 두고 측정한 후 교차적으로(즉, A0=>B1, B0=>A1을 모두) 분석을 행함으로
써,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변인 중 어떤 것이 선행하는가(즉, 어떤 변인이 다른
하나를 결정짓는가)를 추론하기 위함이다. 달리 말해,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것이 앞서 일어난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법칙에 의존하여,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통해 영향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본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나마 【표 2】~【표 3】의 분석
결과들에 대한 추론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TV 시청은 청소년들의 자기만족 정도를 낮추며, 자기만족 정도가 낮은 청
소년들은 TV를 많이 시청한다는 것이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결국 이 결과는 자기만족이 낮은 청소년들이 TV 시청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자기만족의 정도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괴감과 삶에 대한 불만이 심한 청소년들이 현실도피 또
는 자기위안의 목적으로 TV를 찾는 상황에서, TV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행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
을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주어 오히려 그러한 부정적 자기인식을 더욱 심화
시키는 것이라면, TV 시청은 결코 생산적이거나 충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결과에 대해 가능한 또 하나의 해석은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
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친 청소년들이 자기위안 또는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TV를 시청한 후, 공부에 투여했어야 할 시간을 헛되
이 소비했다는 후회감 때문에 자기만족, 즉 자아존중감, 자기신뢰, 삶만족
도가 낮아졌다는 추측이다.
2) 게임을 하면 자기만족의 정도가 낮아지며, 또 자기만족 정도가 낮은 청소
년들이 게임을 찾는 것이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TV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족이 낮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
면, 자기만족의 정도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게임을 하는 것은 TV를 시청하는 것보다도 현실도피적 목적과 자
기위안적 효용이 강하다. 가상의 환경에서 새로이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며 현실의 불만과 긴장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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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자기만족이 낮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게임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온 그들이 게임을 하
기 전보다 더 큰 자괴감과 불만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비현실
적인 게임이 갖는 허무함 때문일 수 있다. 현실로 돌아온 자신은 게임 속의
자신에 비해 너무도 무력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3) TV 시청, 휴대전화 이용, 인터넷-채팅을 많이 하면 ‘남성이 사회를 주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성편견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 이 결과는 매체이용이 선행하고 개성이 후행하는 세 차례의 시간교차 상관
관계 분석 결과들 중 두 차례의 결과(중3=>고1=>고2)에서 지속적으로 확
인된 것이다.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성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과거에 발표된 내용분석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최근까지 TV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는 남자 상사와 여자 부하직원의
모습 그리고 명령하는 남편과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 반대의 성역할에
비해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TV 시청량이 많아지면, 성편
견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휴대전화의 이용과 인터
넷-채팅을 많이 하면, 성편견이 심해진다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해석이 쉽
지 않다. 이는 아마도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두 변인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 또는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변인
(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4)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이용을 많이 한다.
- 이 결과는 개성이 선행하고 매체이용이 후행하는 세 차례의 시간교차 상관
관계 분석 결과들 중 두 차례의 결과(중3=>고1=>고2)에서 지속적으로 확
인된 것이다. 연구방법 부분에서 상술되었듯이, 자기만족은 자아존중, 자기
신뢰, 삶만족도의 개념이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상관관계를 근거로 하
여, 스스로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신뢰감(확신)이 없고, 그 결과 삶에 있어 만족도가 저하된 청소년들은 타인
에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며, 그 결과 휴대전화 이용량이 많다는 추론을 내
리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 이 결과 역시 개성이 선행하고 매체이용이 후행하는 세 차례의 시간교차
상관관계 분석 결과들 중 두 차례의 결과(중3=>고1=>고2)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변의식의 개념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
못했을 때 겪을지 모르는 비난과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량화되었다.
따라서, 이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창피함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이른바 ‘강심장’의 청소년들은 학업에 투여될 수 있는 시간을 과
감히 게임을 하는 데 소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로 컴퓨
터 게임 또는 온라인 게임을 3대 여가활동 중 하나로 손꼽을 정도로 게임
에 시간소비가 많은 청소년들은 애초에 그 결과로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비난과 창피함을 크게 두려워할 이들이 아닐 가능
성이 높을 것이다.
6) 스스로 정서조절이 잘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TV 시청을 많이 한다.
- 이 역시 세 차례의 시간교차 상관관계 분석 결과들 중 두 차례(중3=>고
1=>고2)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서조절이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 노력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측정된 것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청
소년들에게 TV가 우울한 현실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성편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TV 시청과 휴대전화 이용을 많이 한다.
- 이 결과는 휴대전화의 이용과 인터넷-채팅을 많이 하면, 성편견이 심해진
다는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해석이 쉽지 않다. 이 역시 이번 분석
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두 변인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
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즉, 연간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자 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가 여름 평균기온이라는 선행변인의 존재 때
문이라는 널리 알려진 예시와 유사한 구조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림 2】는 지금까지 논의된 유의한 영향관계(일방향 & 양방향)들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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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시한 것이다. 물론 이 영향관계들은 시간교차 부분상관관계 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추론한 것이다.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두 개의 매체이용 변인(영화와 인
터넷-서핑) 그리고 두 개의 개성 변인(공격성향과 집단우선)은 그림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5. 맺음말
본 연구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어떤 인간이
된다’는 가설과 ‘어떤 인간들이 어떤 매체를 찾는다’는 가설이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어떠한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따라 개인
의 자기만족, 성편견과 같은 개인적 속성이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개성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TV, 게임, 휴대전화 등의 매체이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청소년 패널’ 조사의 결과 중 일부
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별하고 가공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전
술하였듯이, 매체이용 변인들에 대한 측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
실, 개성 변인들의 범위가 불충분했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 등, 2차 자료 분
석이 갖는 불가피한 제약들이 존재한다.

분석방법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 즉, 4년에 걸쳐 수집
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일단의 매체이용 변인들과 일단의 개성 변인들이 갖
는 상호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원적 시간교차
(cross-lagged) 상관관계 분석의 수준을 넘는 보다 정교한 통계적 도구를 필요
로 할 수 있다. 특히, 지체된 상관관계의 분석에서 동일변인 간의 상관관계(예:
TV2003-TV2004의 상관관계, 자기만족2003-자기만족2004의 상관관계 등)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결과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성편
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TV를 많이 시청한다는 결과는 그에 앞서 확인된
반대방향(TV=>성편견)의 영향에 비해 상식적 으로 설득력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 ‘TV2003=>성편견2004의 강한 영향관계가 TV2003과 TV2004의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성편견2003과 성편견2004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성편견
2003=>TV2004의 관계로까지 그 여파를 미쳤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독립된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간결하면서도 적확한
연구모형이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구조방정식, 시계열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몇 가지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
일한 내용의 설문을 체계적으로 추출된 전국의 2,79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집행한 결과물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한
번의 설문으로 모든 변인들을 횡단적으로 측정했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변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된 변인들에 선
행되어 결정된 것이라는, 다소 대담한 가정 위에서 그 결론이 도출된 것이었다.
물론 시간적 선후관계 가정이 개념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다양한 변인들이 서로를 통계적으로 통제해주는 형태의
경로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타당하지 못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은 상당 폭 감소
될 수 있다. 그러나 학문 근본의 중대한 연구문제에 대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밝히는 것과 같은 예민한 탐구는 조사 기법과 환경이 허락하는 최
선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연구자들은 철저한 문
헌연구, 타당한 개념화와 조작화, 정교한 분석모형, 대표성이 확보된 대규모 표
본을 갖춘 대형 패널연구를 언론학계 전체에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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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question of whether media use
changes a person's personality or vice versa, not many studies
attempt to directly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and verify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media use and
personality,

through

an

analysi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Korea Youth Panel Survey 2003-2006. Our analysis of
longitudinal relation based on the massive data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the hypothesis that the use of specific media leads to certain
personality does not conflict with the hypothesis that certain people
favor specific media. In other words, depending on how long one uses
a specific media, his or

her personality such as self-satisfaction and

gender bias can change. Moreover, depending on the type of
personality one has, the use of media like TV, games, and mobile
phone also vari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use of TV and games
weakened adolescents’ self-satisfaction while adolescents with low
self-satisfaction also used TV and games to a greater degree. We
suggest

that

there

is

a

vicious

cycle

occurring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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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use

of

TV

and

games

and

their

self-esteem,

self-confidence, and life satisfaction.
Because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of pre-existing data, it
has its flaws,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we could not measure the
media use variables elaborately. Also, the scope of the personality
variables were somewhat insufficient. The study has its limitations in
that we did not use advanced statistical tools in ide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dia use variables and the personality
variables.
Nevertheless, the study pose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given
that it explored the fundamental question in the communication area
by conducting the survey administering the same questionnaire to the
same panel - 2,796 adolescents - over the four years. This attempt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communication discipline in
general. Key academic questions can be best explored under long
term studies that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 Further panel studies
with rigorous literature reviews, valid conceptualizations, elaborate
analyses

and

massive

samples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should be undertaken in the field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ey Words : Adolescents, media use, panel study, personal traits,
effects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