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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에 한 종단  추이 분석: 

성별  사회경제  지 가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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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세 , W세 , P세 , 디지털 네이티 , 디지털 원주민, 웹 2.0 세  등 인터넷  다양한 정

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활용에 극 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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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동후, 2009). 청소년들은 나날이 발달하는 ICT에 응하는 

수 을 넘어 새로운 학습 양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Web 2.0 혹은 Learn 2.0 등 새로운 용어

는 다양한 ICT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학습 흐름

을 의미한다. 한편 1960년 이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직업 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utor, Levy, Murnane, 2007), 육체  노동이나 간단한 계산 같은 일상  작업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어드는 반면, 복잡한 의사소통이나 문 인 사고를 요구하는 일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컨 , 2001년 기 으로 미국의 직장 근로자 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3%의 직장인이 컴퓨

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 이나 문직은 7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인구통계학  변인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을수록, 여자일수록, 백인일수록, 학력이 높

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pple & Kosanovich, 2003). 이와 련하여 70년

부터 90년 까지 직업 세계에서 증가된 컴퓨터 사용이 여성 근로자에 한 수요를 증가시킨 요

인으로 작용했다는 Weinberg(2000)의 연구 결과는 서구 사회에 한정된 결과이나 직업세계에서

의 컴퓨터 등 ICT 활용 측면이 미치는 향에 있어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  사고와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직업이 많아지는  사회

에서 컴퓨터 활용을 포함한 ICT에 한 소양이 차 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Levy & 

Murnane, 2003). 특히, ICT와 련된 문제를 제 로 인식하고, ICT를 활용하여 련된 정보를 

수집, 조직, 리, 분석, 평가하고 이를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ICT 소양은 지식

기반사회에서 미래역량인 비  사고력, 업 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갖추기 한 제 조건이

다(백순근 외, 2009; ETS, 2001). 최근에는 특히 학교에서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진시킬 뿐 아니라 정보화 기술이 지 보다 더 많이 활용될 미래 사회에 비하여 학생들을 

미리 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ICT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07). 반면에 우리나

라에서 ICT 소양에 한 교육 황을 살펴보면 ICT 소양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 으로 이루어지

기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스스로’ 혹은 ‘ 래친구’ 등을 통해서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07; 김혜숙, 박 정, 2008). 즉, 청소년에게 컴퓨터 등 ICT에 

한 경험은 공식 인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일상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등 ICT를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인이 이러한 ICT 경험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일한 시 에서 ․고등학생이나 학생이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를 악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즉 종단 

연구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별은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양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인  하나이다. 양 인 

측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식 측면에서는 부정  인



식이나 불안감이 을 뿐 아니라 컴퓨터 사용에 한 자신감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

남, 2002; 조아미, 1998; Li & Kirkup, 2007; Solvberg, 2002; Vekiri & Chronaki, 2008). 그러나 

컴퓨터 사용의 내용  측면을 살펴보면 음악, 채 , 게임 등 오락  활용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치 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오락  활용 뿐 아니라 문서작성, 그래픽, 엑셀, 교육용 소 트웨어 

등 다양한 로그램 활용은 여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ER, 2007; Li & Kirkup, 

2007; OECD, 2008). 특히, 동기  측면에서 볼 때, 남학생은 컴퓨터를 학습보다는 개인  흥미 

때문에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오락  목  뿐 아니라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교

육용 로그램 등 정보를 수집, 가공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목 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 다(Li & Kirkup, 2007). 한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컴퓨터 사용 양태에 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오락  지식습득/교환 목 의 활용 수

은 낮으나 컴퓨터 활용에 한 자신감이 높은 집단은 주로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정, 김혜숙, 2009). 

남녀의 차별  특성에 해서 종단자료 분석 결과, 컴퓨터의 학습  활용에 있어서는 여학생

이 기수 이 더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완만하게 선형으로 감소하는 반면, 오락  활용에 

있어서는 기수 에서는 여학생이 약간 높았지만, 남학생이 더 빠른 속도로 비선형으로 증가하

여 여학생을 따라잡는 경향을 보 다(김혜숙, 2009). 이 연구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종단  추이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연구 상이 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고등학생 

혹은 학생 시기에도 이러한 변화 양상이 유효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Schumacher

와 Martin(2001)은 미국 고등학생의 1989/90년과 1997년에 컴퓨터 태도  경험에 한 남녀 비

교 분석을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다루고, 로그램이나 게

임 등에서 스킬이 더 뛰어난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메일 사용 등 특정 역에서

의 남녀간 차이가 어든다고 보고하 다. 이 같은 결과는 컴퓨터의 특정 역에 따라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따라 그러한 차이가 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동일

상으로 한 종단 연구가 아니라는 에서 결과 해석이 제한 이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  지 도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경험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 Bozionelos(2004)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용 경험 련 변인에 해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

한 결과, 컴퓨터에 한 근 기회와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 개개

인의 컴퓨터 사용 정도에 직 인 향을, 그리고 컴퓨터 불안에는 간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은 학생일수록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간 으로 컴퓨터에 한 불안감 자체도 다는 것이다. 한 Vekiri(2009)에 따르면 

사회경제  지 가 낮은 학생들은 일반 으로 ICT 스킬에 자신감이 었는데, 이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ICT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덜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로 인한 가정 내 컴퓨터 근성 정도가 학생

의 컴퓨터 련 스킬이나 지식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컨 , Tien와 Fu(2008)의 

연구에 따르면 만에 한정된 결과이나 부모가 소수인종이고, 노동자나 실직 등 사회경제  지

가 매우 낮을수록 자녀의 컴퓨터 련 스킬과 지식이 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의 컴퓨터 사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있

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변인  하나다. PISA 등 국제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 Sweet와 Meates(2004)의 PISA 2000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상 국가 31개국 에서 22개국에서 인터넷 등의 컴퓨터 근과 성취도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련성이 발견되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컴퓨터 근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취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Papanastasiou, Zemblylas, Vrasidas(2003)의 PISA 2000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사회경제  배경  인종 특성으로 인한 향을 통제한 후에도 가정에서의 ICT 근성은 

과학 성취도에 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은 소 트웨어별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과학 성취도에 워드 등의 문서작성 로그

램을 활용하는 것은 정 으로 작용하는 반면, 스 드시트나 교육용 로그램은 오히려 부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로그램 등

이 의도와 달리 성취도 향상에 직 으로 련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Witter와 Senkbeil(2008)의 PISA 2003 분석 결과에서는 학생의 컴퓨터 근성이나 보유 여

부만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을 경우에는 수학 성취도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경제  배경, 성별, 이민 여부 등을 통제했을 경우에는 성취도에 직 인 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학생의 사회경제  지  변인에 한 통제 여부에 따라서 ICT 활용이 

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Wainer 등(2008)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에 의해 학생들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각각

에 해서 인터넷 사용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오히

려 성취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김혜

숙, 서정희, 박 정, 2008)에서도 사회경제  지 를 통제한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수학 성취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실제로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는 방식이 수학 성취도와 련이 없거나 혹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 시 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수입 등 사회경제  지 가 청소

년의 컴퓨터 사용의 추이 변화에 미치는 향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다는 제한 이 있다.   

지 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 ICT가 청소년의 삶의 일부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ICT 활용 행태, 주요 련 변인, 그리고 성취도와의 

련성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에



도 주로 단일 시 에서 성별이나 사회경제  지 가 일상 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정도  

양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교육고용종단패 (KEEP: 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 자료에서 학교 3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의 종단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 상에 

한 반복측정 자료의 특성을 살려 기존 컴퓨터 사용 련 연구에서 수행된 이 없는 계  

선형성장모형(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여기서 3 코호트 자

료는 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를 거쳐 학교 1학년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

루지 못한 고등학교 기간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정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뿐 아니

라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사회경제  지 에 따라서 컴퓨터 사용의 다양한 양태별로 성

장 곡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특성 

 련 변인을 체계 으로 밝힘으로써 이것이 주는 교육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시간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컴퓨터 사용 시

간의 변화 추이에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정도의 변화 추이는 사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 즉, 게임, 학습, 

취미 등 주요 사용 유형에 따른 변화 추이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컴퓨터 사용 

유형별 변화 추이에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고용패  자료로 2004

년 조사시 을 기 으로 학교 3학년에 재학 인 집단(이하 3 코호트)을 선정하여 2008년까

지 총 5년 동안 추 한 자료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참고로 한국교육고용패 은 3 코

호트와 고3 코호트(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인 집단) 두 집단 자료가 수집되었으

나, 고3 코호트의 경우, 남학생의 군입  등으로 탈락 표본이 많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1). 

본 연구의 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3 코호트 1,994명으로서 이들은 2008

년 기 으로 문  혹은 학에 재학 인 학생이 78.6%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구 상의 

1) 2004년 기 으로 고3 코호트는 군입  등으로 탈락한 표본이 일반계고 20.2%, 문계고 29.6%로 남학생에 

한정하여 탈락한 표본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종단  추이 분석에 합하

지 않은 것으로 단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장기간의 종단  변화 추이에 심이 있으므로 2007년에 추가된 신규 패 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의 주요 변인인 성별  아버지의 학력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상

분석의 주요 변수는 1수 에서는 평일 컴퓨터 사용시간, 휴일 컴퓨터 사용시간, 유형별 컴퓨터 

사용 정도이나, 매년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한 연도별 데이터는 상이하다. 

즉,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1차년도(2004년)에는 구간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2차년도 이후의 

연속변인 자료와 동일선 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 

시간으로 질문한 2-5차년도(2005년-2008년) 변인만을 사용하 다. 한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의 

경우, 5차년도에는 문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1-4차년도(2004년-2007년) 자료만 사용하 다. 

참고로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는 1～4 으로 구성된 4  리커르트 척도이나 계  선형모형 

분석을 해 ‘  그 지 않다’를 기 으로 0～3 까지 변환하여 분석하 다. 

한편, 2수  변인에는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성별과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는 변인으

로 아버지의 최종 학력  월가구소득을 선정하 으며, 모두 1차년도 가구 자료에서 가져왔다. 

성별과 아버지 학력은 더미변수화하고, 월가구소득은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 다. 아버지 학력에서 

참조변수는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 고졸을 선정하 다. 참고로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주요 변인으

로 다룬 기존 연구들이 부분 연속 변인으로 취 하 으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  각 학력 간에 

동간성을 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미변수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차년도 가구 자료에서 원자료를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 다.



<표 2> 주요 변수의 구성

<표 3>은 주요 변인에 한 기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평균을 기 으로 보았을 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컴퓨터 사용시간이 평일은 평균 1.37시간에서 2.46시간으로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일의 경우에는 3.21시간에서 2007년 2.98시간으로 감소하 다가 2008년 3.30시간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 같은 상은 2008년이 연구 상 집단이 학교 재학기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 평일보다는 여가시간이 많은 휴일에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표 3> 주요 변수에 한 기술 통계



<표 4> 컴퓨터 사용정도 하 항목별 기 통계 결과

컴퓨터 사용정도는 1) 컴퓨터 게임, 2) 채 , 메신 , 3) 학교공부나 학습정보, 4) 자우편, 4) 

동아리활동, 6) 자상거래, 7) 일반정보  뉴스검색, 8) 개인 홈피 리, 9) 취미활동, 10) 성인용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다(기 통계 분석결과는 <표 4> 참조). 다른 변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 수집이 된 반면 7) 일반정보  뉴스검색과 8) 개인 홈페이지 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만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조사한 총 8개 

변인 에서 컴퓨터 사용 유형에 따른 특성에 한 연구 결과(박 정, 김혜숙, 2009; ACER, 2007; 

Li & Kirkup, 2007)와 기 분석 결과를 토 로 주된 컴퓨터 사용 유형으로 1) 컴퓨터 게임, 2) 

학교공부․학습정보, 3) 취미 활동을 선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유형별 컴퓨터 사용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  선형 성장모형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미치는 성별  사회경제  지  

변인의 향을 분석하 다.

    



주1. 모든 변인은 최소값 0, 최 값 3으로 동일함

주2. 본 연구의 분석 변인만 음 으로 표시함

주3. 정보, 뉴스 검색과 개인홈페이지 리는 2004년도에 조사하지 않아 빈칸임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의 종단  추이에 미치는 성별  사회경제  지 의 

향을 분석하기 해서 계  선형성장모형(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을 사용하 다. 

여러 번에 걸친 찰치들은 각 개인에게 내재(nested)되어 있기 때문에 1수 에서 각 개인의 발달은 

개인별 성장곡선(individual growth trajectory)으로 나타낼 수 있고, 2수  모형에서 결과변인으로

서 성장곡선의 모수치에 개인별 특성이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이를 해 HLM 6.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측정 시 이 4개 시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차 으로 

가장 기본 인 선형성장모형을 가정하 다. 

먼  1수  모형에서는 개인 i가 시  t에서의 컴퓨터 평균 사용시간과 유형별 사용정도인 

Y ti
에 하여 개별 시 을 나타내는 변수를 a ti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형 성장곡선을 가정하

다. 참고로 무선효과 e ti는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은 2이다. 이 연구에서 

선형모형 외에도 이차 함수나 piecewise 모형을 가정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측정 시 이 4개에 

불과하여 추정치가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Y ti= 0i+ 1ia ti+e ti

e ti∼N(0,
2)   

2수  모형은 기 모형과 조건모형으로 구분된다. 기 모형은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정도의 변화를 

악할 수 있으며, 조건모형은 시 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인 학생들의 성별과 사회경제  지  

변인으로 아버지 학력과 가정의 로그소득이 포함되어 이들 변인이 미치는 향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의 배경특성 변수가 기 년도의 컴퓨터 평균 사용시간의 기값(
0i

)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컴퓨터 사용정도의 변화율(
1i

)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 다. 참고로 무선효과 r 0i와 r 1i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은 각각 

00
과 

11
이며 공분산은 

10
이다. 그러나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의 경우, 2수  조건모형에서 

개인 특성 변인을 투입한 결과, 추정치가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 모형만 가정하 다. 

즉, 개인특성변인은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의 기치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i= 00+ 01( ) i+ 02( )+ 03( ) i+r 0i

1i= 10+ 11( ) i+ 12( )+ 13( ) i+r 1i

[
r 0i
r 1i ]∼N(0,T),T=[ ]00 01

10 11

Ⅲ. 

평일 컴퓨터 사용시간에 한 분석 결과(<표 5> 참조), 기 모형에서는 기치, 즉, 기 년도

인 2005년 당시 연구 상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이 1.21시간이며 매년 

0.32시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건모형에서는 기치 시간, 즉 고1에서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사용시간이 0.20시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버지학력에 따른 

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아버지가 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문 , 4년제, 학원 졸업인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컴퓨터 시간이 고졸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 로그 가구수입이 1단  증가할수록 컴퓨터 사용시간 

기치는 0.52시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성별이 평일 컴퓨터 사용시간의 변화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변화율이 0.07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더 가 른 증가세를 보 다. 그러나 아버지

의 학력과 로그가구수입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컴퓨터 사용시간에 한 분석결과, 기 모형에서는 기치는 3.11시간으로 평일보다 약 

2시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0.002시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건모형에서는 기치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75시간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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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  사회경제  지 가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에 미치는 향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미치는 효과는 평일 컴퓨터 사용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버

지가 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 , 4년제, 학원 

졸업일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로그 가구수입이 높아질수록 휴

일 컴퓨터 사용시간 기치는 0.46시간 낮아졌으며, 변화율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았다. 한 성별, 아버지의 학력, 가구수입은 휴일 컴퓨터 사용시간의 변화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성별  사회경제  지 가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에 있어 설명하는 변량은 평일과 휴

일의 양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일은 기치 12.92%, 변화율 3.01%, 휴일은 기치 

16.91%, 변화율 0.85%로 나타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사회

경제  지 가 컴퓨터 사용시간에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 설명량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기치는 

평일보다 휴일이, 변화율에는 휴일보다 평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0i

r 1i

e ti

주1. 호 안에 제시된 수치는 표 오차이며, 설명변량은 기 모형과 비교한 것임.

주2. * p<.05, ** p<.01, *** p<.001 

연구 상의 유형별 컴퓨터 사용 정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하여 컴퓨터 게임, 학교공부·

학습, 취미활동 각각에 해서 계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서 1차

년도는 2004년으로 연구 상이 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4차년도는 고등학교 3학년 

기간이다. 참고로 분석 모형에서 변화율에 있어 성별  사회경제  지  변인이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치에 해서만 성별  사회경제  지  변인

을 투입한 모형을 설정하 다. 먼  기 모형을 살펴보면 컴퓨터 게임과 취미활동의 변화 추이

는 각각 기치 평균이 1.32, 1.59이며 매년 0.12, 0.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공

부․학습정보는 기치가 0.78이고, 매년 0.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모형을 통해 분

석한 결과, 성별이 컴퓨터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은 어떤 유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가에 따

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98이 더 높은 반면, 

학교공부․학습정도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12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미활동의 기치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 학력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용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 다. 즉, 컴

퓨터 게임의 경우, 아버지 학력이 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컴퓨터 사용정도가 높은 

반면, 4년제 졸, 학원졸은 고졸인 경우보다 사용정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학교공부․학습정보의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과 반 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컴퓨

터 사용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아버지가 졸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통계 으로 유

의한 수 에서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수입이 높일수록 컴퓨터 게임 사

용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미활동의 경우에는 아버지 학력이 졸이하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컴퓨터 사용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로그 가구수입에 있어서는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컴퓨터 게임과 취미활동을 한 컴퓨터 

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공부․학습정보를 한 컴퓨터 사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었다.   

참고로 성별  사회경제  지 가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 변화에 있어 설명하는 변량은 

기치에 있어서는 컴퓨터 게임은 약 32%로 매우 높은 반면 취미활동은 약 2%, 학교공부․학습정

보는 무선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게임 사용정도에 미치는 성별  사회경

제  지 의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율에 있어서는 성별  사회경제  

지 가 학교공부․학습정보 약 3%, 취미활동 1%이며 컴퓨터 게임에는 무선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변화율에는 거의 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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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별  사회경제  지 가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 변화에 미치는 향

주1. 호 안에 제시된 수치는 표 오차이며, 설명변량은 기 모형과 비교한 것임.

주2. * p<.05, ** p<.01, *** p<.001 



Ⅳ. 

이 연구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의 종단  추이와 이에 미치는 성별  사회경제  지  변인

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교육고용패 자료  3 코호트 자료

를 선정하여 계  선형모형을 용한 성장모형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은 2004년부터 참여

한 집단으로 3 코호트 1,9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인은 1수 에서 4개 연도에 반복

으로 측정된 평일  휴일 컴퓨터 사용시간, 유형별 컴퓨터 사용 정도(컴퓨터게임, 학교공부 

 학습, 취미활동)이며, 2수 에서 성별, 아버지 학력, 가구소득 변인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이 

컴퓨터 사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5년 기 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기

치 평균은 1.21시간이며 매년 0.32시간씩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휴일의 경우, 

기치 평균이 3.11시간이나 변화율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일과 휴일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사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

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일 컴퓨터 사용시

간의 증가세가 더 가 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사회경제  지  변인은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의 기치에는 평일 약 13%, 휴일 약 17% 정도 설명하는 반면에 변화율에는 거의 향

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컴퓨터 사용 정도는 기치 평균이 컴퓨터 게임 1.32, 학교공부․학습정보 0.78, 취미

활동 1.59로 취미활동이 높은 반면 학교공부나 학습정보 등 학습  활용은 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매년 컴퓨터 게임과 취미활동은 각각 0.12, 0.05씩 감소하는 반

면, 학습은 0.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미치는 향을 보면 컴퓨터 게임은 남학생

이 더 많이 하는 반면, 학교공부․학습정보를 한 컴퓨터 사용은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취미활동을 한 컴퓨터 사용 추이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게임 사용정도가 낮은 반면, 학습을 한 컴퓨터 사용은 

아버지가 4년제 졸인 경우만 고졸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구수입이 높은 가

정의 자녀일수록 게임과 취미활동을 한 컴퓨터 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단일 시 에만 한정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4개 시  간 자료를 분석함으

로써 종단  추이를 살펴보았다는데 있다. 특히,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의 경우에는 

매년 선형으로 증가하 으나 휴일의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보다는 휴일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컴퓨터를 연도별

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변화 추이와 주요 변인이 성별  사회경제  지  변인이 미치는 

향 자체는 살펴볼 수는 있었으나 평일과 휴일의 구체 인 활용 양태에 해서는 제한된 변인으



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악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양태 련 변인 

탐색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시간 자체보다도 평일과 휴일에 이루어지는 컴퓨터 활동이 

어떠한 사용 특성을 보이는지, 만약 상이한 사용 양태를 보인다면 이것에 한 비교 분석이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평일과 휴일에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차별

화된 략과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사용시간 자체도 많고, 컴퓨터 사용 유형

에 있어서 학습보다는 게임 등 오락  활용에 더 치 하고 있다는 성차에 한 기존 연구 결과

(권오남, 2002; 조아미, 1998; Li & Kirkup, 2007; Solvberg, 2002; Vekiri & Chronaki, 2008)를 지

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종단  추이는 살펴 으로써 청소년의 컴퓨터 사

용시간의 변화율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일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학생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김혜숙(2009)의 연구에서는 오락  

활용은 남학생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  활용은 여학생이 더 완만하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반 으로 남학생의 컴퓨터 활용시간이 으로 더 많고, 컴

퓨터 게임 사용정도는 높은 반면 학교공부․학습정보는 낮은 것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상

인 고등학생  학생의 유형별 컴퓨터 사용정도 변화의 성차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의 원인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면 가정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컴퓨터 사용에 한 부모나 동료의 지지가 부족하거나(Vekiri & Chronaki, 

2008), 학교에서 컴퓨터에 할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Solvberg, 2002) 등 환경  요

인에 한 지 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Solvberg(2002)는 컴퓨터 사용에 한 성차는 학교에

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한 교사의 인식 차이나 편견, ICT 과제 해결을 한 

실제 인 도움 제공 여부, 차별화된 학교 교육과정 등으로 설명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와 같은 컴퓨터 사용에 있어 성차가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교

수․학습 실행에서도 남녀에게 동일한 ICT 근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  교수․

학습 실행에서 차별 인 요소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 

차별  요소가 발견될 경우, 정책 으로 여학생에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기회, 컨 , 추가

인 ICT 소양교육을 제공하거나 혹은 교과내용  방법에 있어서 차별 인 요소를 완화․경감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이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 학력과 가구수입 등 사회경제  지 가 높은 학생일수록 평일

과 휴일 모두 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낮고, 컴퓨터 게임이나 취미활동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아버지가 4년제 졸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학교공부․학습정보를 한 컴퓨터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학력 집단보다 4년제 졸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학생의 컴퓨터 사용



시간, 그리고 컴퓨터 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는 매우 당연한 상일 수 

있으나 사회경제  지 와 컴퓨터 근성 간 련성에 한 국외 연구 결과(Bozionelos, 2004; 

Sweet & Meates, 2004; Tien & Fu, 2008)와는 상반된 상이다. 즉, 국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컴퓨터 근성이 높으며,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

터 련 스킬이나 지식이 높아지는 정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Wainer 등(2008)은 라

질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도한 인터넷 혹은 컴퓨터 사용이 학업 성취도에 부정 이

고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 정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를 학습 목 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성취도의 기치나 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오락 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성취도의 기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

혜숙, 2009), 과도한 컴퓨터 사용, 특히 오락 목 의 사용의 경우에는 성취도에 부정 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에서 자녀의 과도한 컴퓨터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사회경제  

지 가 ‘컴퓨터 근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단순한 향 계를 분석하기보다는 해당 국가

의 교육 체제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의 종단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학교 

3학년에서 학교 1학년까지로 4개 시 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측정 내용도 청소년의 평

균 컴퓨터 사용시간과 유형별 사용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긴 시 의 종단 자료를 

확보하여 학생 2학년 이후 단계부터 컴퓨터 사용 양태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녀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차별  특성이 여 히 유효한지 악할 

수 있다. 한 학 재학 기간에 청소년의 다양한 컴퓨터 사용 양태가 GPA나 학업 응 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습  오락 등 다양한 컴퓨터 

사용 목 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별  향이 존재하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나아가 우리나

라에서도 학 졸업 이후 직업 세계를 포함한 패  자료가 지속 으로 축 이 된다면 Levy와 

Murnane(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  사고와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직업군이 육체

 노동이나 단순 인지 기술만을 활용하는 직업군보다 컴퓨터 등 ICT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것

이 여나 직무 만족도 등에도 향을 미치는지, 즉 ‘ICT 리미엄 효과(ICT premium effect)’의 

존재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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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Longitudinal Trend for Adolescents' Computer Use:

the Impact of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ajectory of computer use of adolescents who 

were from 3rd grade of middle school in 2004 for 4 years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influence it. To achieve the purpose, the data related to target 

groups was analyzed from the first to fifth KEEP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by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First, the time for computer use on weekdays shows 

a linear increase. The time for computer use over the weekend is more than the time for 

computer use on weekdays and the growth rate for the time for computer use over the weekend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initial mean of amount of computer use for hobby 

and game is higher than for doing schoolwork and searching information for learning.  Also 

while the time for game and hobby is decreasing, the time for learning is increasing year to 

year. Third, male spends more time in using computer more than female and the student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hows lower time for computer use both weekend and 

weekdays. Also while male use computer more for game, female use computer more for learning 

such as doing schoolwork and searching information for learning. And the student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pends more time in learning and less time in game.   

Key words: adolescents' computer us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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