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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회  활동에 있어 이들이 오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에서의 지 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  지 가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먼  청소년들이 오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지 를 개인 네트워크와 학교 네트워크로 나 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 네트워크에

서는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사회  유 와 사교성이 활동성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교 네트워크의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앙성 지표인 인 앙성과 매개 앙성은 활동성과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년의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유 가 클수록, 사교

성이 클수록 온라인의 활동 깊이가 높고 온라인의 활동 넓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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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dentifying a social standing on adolescents' social network in offline and how 

the  social standing influence to online social activity. For the purpose, we explore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the adolescents' social standing present in their offline social network? 

Second, How the adolescents' social standing influence to online social activity? Using data, we 

first visualized 5 social network of adolescents, and deducted each ego networks and global 

network. Also we investigated causality between social standing and social activities. The 

result showed adolescents' social tie and social gregariousness influence to social activity width 

and depth in ego network.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som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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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속히 증가하면서 

SNS에서의 활동도 증하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10-20 의 99.9%

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들  61.3%가 SNS를 이용하

고 있으며, 이  학생이 7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는 미니홈피(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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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그리고 동호회(62.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들은 인터넷 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

이나 새로운 이웃과의 계를 바탕으로 사회  네트워

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SNS에서 자신의 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유

지 는 강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나 동아리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지내는 친구나 선후배 등과 형성하고 

있는 오 라인에서의 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SNS에서의 계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청소

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미니홈피, 카페, 그리고 동호회 

등의 SNS를 이용하는 12-19세  97.6%가 SNS를 통

해 기존의 오 라인에서 형성한 사회  계를 리하

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은 계를 맺는 상은 친구

와 선후배로, 그 비율이 9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  

이 게 볼 때 청소년들의 오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

는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은 SNS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에 향을 미치며, 특히 

오 라인의 사회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간의 

사회  계를 통해 유발되는 사회  지 (social 

standing)가 온라인 활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즉, 청소년들의 온라인 네트워크에서의 활

동을 악하기 해서는 오 라인에서의 사회  네트

워크에서의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  지 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오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지 가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  지 가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

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사회  지 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여기서 사회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1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

미하는 개인 네트워크(ego network)와 학교 네트워크

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

이 사회  네트워크에서 나타내는 사회  지 (social 

standing)가 온라인에서 사회  활동성의 깊이와 넓이

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지위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회 속에 소속

된 어떤 구성원이 다른 사람과 서로 계를 맺고 있고 

형태를 구조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있는 

개별 구성원이 이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2][3]. 사회  네트워크 에서 개인을 심으로 

보다 한 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개인 네트워

크(ego network)라고 한다[4].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사는 지역 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직  는 간 인 

계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  네트워크는 계의 성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들

과의 계형성은 이들의 사회  네트워크에서 획득되

는 사회  지 와 역할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5]. 일반 으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형성하고 있는 사

회  네트워크는 친근하고 동등한 지 를 가진 구성원

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여기서 이들은 행동상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6]. 이러한 계상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 감(social tie)을 형성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어떤 청소년은 친구들 사이에서 요

한 타인으로서의 지 를 형성하게 되어 진다.

Freedman et al.(1978)[7]은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에서의 지 를 네트워크상에서의 연결정도(degree)로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결정도란 네트워크에 소속

된 각 구성원이 연결하고 있는 이웃의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결정도는 소속된 사회에서 이웃과의 사회  

유 를 나타내기도 한다. 연결정도는 그 방향에 따라 

내향연결성(in-degree)과 외향연결성(out-degree)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내향연결성과 외향연결성은 사

회  네트워크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  지 도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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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일반 으로 내향연결성이 높을수록 그 

네트워크에서 권 (authority)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사

회  지 를 형성하게 될 수 있으며, 외향연결성이 높

을수록 사교 이고 정보 확산 활동이 극 이어서 이

로 인해 다른 구성원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지 를 가질 수 있게 된다. 

 Conti et al.(2009)[8]와 Gresham(1988)[9]은 내향연

결성과 외향연결성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네

트워크에서 나타내는 지 를 타인에 의해 유발되는 인

기성(popularity)과 자신의 사회  기술의 함양으로 인

한 사회  유능성에 의한 사교성(gregariousness)을 설

명하고 있다. Conti et al.(2009)[8]은 청소년이 형성하고 

있는 계와 사회  지 를 악하는데 있어 우정 네트

워크(friendship network)라는 개념으로 근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우정을 추천

의 방향에 의해 분석하 다. 즉, 어떤 청소년이 많은 친

구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내향연결성으로 측정하

고, 많은 친구를 추천하는 경우를 외향연결성으로 측정

하 다. 이들은 내향연결성이 높은 청소년은 그 지 못

한 청소년에 비해 그가 속한 사회  네트워크에서 인기

성이 높으며, 높은 사회  지 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

고, 한편 외향연결성이 높게 나타나는 청소년은 사회

으로 받아들여지고자 강하게 열망하는 사람으로 사회

 유능성에 의한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 다. 

즉, 이 연구는 청소년들은 사회  네트워크에서 계의 

방향에 따라 내향연결성과 외향연결성을 정의하고 이

를 바탕으로 내향연결성이 외향연결성 보다 클 경우 인

기성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  지 가 있는 것이

라고 제시하 다. 이 연구는 사회  지 로 나타나는 

인기성과 사교성의 유발 원인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는데, 인기성은 학업 성 이나 집안 배경, 리더쉽 등

에서 유발하고,  사교성은 친구들과의 계에서 사회  

기술이 함양될 때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resham(1988)[9]도 청소년들의 사회  지 를 계의 

유형을 결정하는 래집단으로부터의 수용도(peer 

group acceptance)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사회  지 가 사회  기술을 통해 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사회  기술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청소년이 정 인 사회  결과를 측하면

서 행하는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친구에게 인기를 얻기 

해 하는 도움행동, 요청하기, 칭찬하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  기술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 인 상

호작용을 유발하게 되며 이것은 사회  유능성에 의한 

사교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

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에서 사회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지 를 획득하거나 강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에서의 사회  지 를 측정하는데 있어 

앙성(centrality)도 주요한 측정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주로 인 앙성(closeness centrality)과 매개

앙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측정된다[10]. 

Newman(2003)[10]은 인 앙성은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의 계에서 앙에 

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매개 앙성은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개인들의 사이에 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연결 계를 

사회  유 로 보고, 한 내향연결성과 외향연결성간

의 차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지 인 사교성이 온라인에서의 활동성에 어떤 향

을 미치는 지를 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청

소년의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활동
청소년들도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이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

계 으로 나타나고 있다. Forrester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2-17세 청소년 SNS 사용자의 60%가 매일 SNS

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1]. 나아가 이

러한 경향은 지속 으로 나타날 것으로 측되고 있는

데, 미국의 시장분석업체인 이마 터(eMarketer)에 따

르면 SNS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2014년 4명  

3명(78.2%)꼴로 SNS를 이용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12].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는 오 라인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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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학교나 친구 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

를 구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

하는 미니홈피나 카페나 동호회 등은 오 라인의 인맥

을 바탕으로 형성된 SNS이며, 이들은 이러한 SNS에서 

오 라인 네트워크에서 이미 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

구나 선후배를 상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

기서 온라인 활동이란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 연구한 Dijkerman(2006)[13]

은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활동은 읽기, 장하기 등 다

양하다고 하 다[12]. 나종연(2010)[14]도 검색이나 읽

기 등의 정보획득활동에서 댓 달기, 스크랩 등의 정보 

확산 활동, 그리고 오 라인 활동을 함께하는 정보의 

생산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활동에 포함된다 하

다.  

이 게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

에 해 Morris and Ogan(1996)[15]가 인터넷이 사용

자들의 커뮤니 이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 는데 

이것은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의 욕구가 무엇인지

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Eighmay and 

McCoed(1988)[16]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계

형성을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 계를 바

탕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

미인 것이다. 설진아(2010)[17]은 인터넷 이용 동기 요

인을 사회  상호작용, 기분 환, 정보획득, 오락추구, 

자기 리 등으로 추출하고 이 요인들과 이용시간간의 

계를 악한 결과 이용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락

추구, 사회  상호작용, 기분 환 등을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 다. 인터넷 이용 동기와 커뮤니티 활동 

간에 상 계를 분석하 는데 그 결과 10  청소년들

은 사회  상호작용과 기분 환을 해 커뮤니 이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  연구문제 1

은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에서 나

타나는 사회  지 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1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개인 네

트워크(ego network)와 학교 네트워크로 나 어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는 청소년들이 사회  네트워

크에서 나타내는 사회  지 가 온라인에서 사회  활

동성의 깊이와 넓이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악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데이터수집 및 연구 대상 네트워크의 추출
이 연구를 해 서울 경기지역 학교 에서 5학교

를 무작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274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이  사회  네트워크 

문항을 비롯한 주요 항목에 해 응답을 하지 않은 설

문을 제외한 212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조사

상자에 한 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지역
나이 성별

합계
14세 15세 16세 남 여

학교

A 성남 0 2 64 6 60 66
B 화성 1 0 37 20 18 38
C 서울 6 32 1 26 13 39
D 인천 22 0 0 22 0 22
E 수원 2 44 1 20 27 47

합계 31 78 103 94 118 212

조사 상자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악하기 해 

Conti et al.(2009)[8]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조사 상

자들에게 공부나 학교생활로 의논하는 친구들을 언

하도록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개인 네트워크와 

학교 네트워크를 추출하 다[18]. 

수집된 조사 상자 데이터와 여기에서 추출된 네트

워크를 분석한 결과, A학교의 경우, 수집된 자료는 66

명이고 이들이 언 한 친구들의 숫자, 즉 네트워크 크

기는 177이었다. A학교의 사회  네트워크를 넷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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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각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4학교들의 조사 상자와 사회  네트워크 크기는 B학

교의 경우 38명 118, C학교는 39명 130, D학교는 22명 

80, E학교는 47명 173으로 나타났다.１

그림 1. "A"학교 사회적 네트워크 예시

2.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인 활동성은 활동의 넓이(width)와 활동의 

깊이(depth)로 측정하 다. 여기에서 활동의 넓이는 해

당 연령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니홈피’, ‘블로그’, ‘페

이스북’, ‘트 터’ 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몇 개

인지로 측정하 다. 그리고 활동의 깊이는 자주 이용하

는 사이트를 얼마만큼 자주 이용하는 지로 측정하 다.

한편, 독립변수인 사회  지 는 사회  유 (social 

tie), 사교성(gregariousness), 인 앙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앙성(betweeness centrality)로 측정

하 다. 즉, 자신과 1단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를 의미하는 개인 네트워크(ego network)와 학교 네트

워크 등 두 가지로 나 어,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유 와 사교성을, 각 학교 네트워크에서는 인 앙

성과 매개 앙성을 측정하 다. 이상의 독립변수들은 

도출하는데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  유 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

든 친구의 수, 즉, 친구로 언  당했거나 혹은 친구로 언

１. 나머지 4학교의 사회  네트워크는 부록 참조

한 사람의 수로 측정하 다. 둘째, 사교성은 외향연결

성과 내향연결성의 차이로 측정하 다. Conti et 

al.(2009)[8]에 따라 이 에서 내향연결성은 친구로 언

 당한 사람의 수로, 외향연결성은 언 한 사람의 수

로 각각 측정하 으며, Freeman(1979)에 의거하 다

[20]((식 1), (식 2) 참조).  

    
 



             (식 1)

사회  유 (social tie)(pk): 개인 Pk의 연결정도

a(Pi, Pk): Pi와 Pk가 연결되면 1, 아니면 0

n: 총 노드 수

                      (식 2)

G(Pk): 개인 Pk의 사교성(gregariousness)

O(Pk): 개인 Pk의 다른 개인을 언 한 연결정도

I(Pk): 개인 Pk의 다른 개인으로부터 언  받은 연결

정도  

셋째, 인 앙성은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을 

제외한 체 구성원의 수를, 자신이 다른 개인에게 도

달하는데 필요한 최소단계의 수로 나  값으로 측정하

다. 즉, 학교 네트워크에서 특정 개인이 다른 개인들

과의 계에서 앙에 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매개 앙성은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개인들의 사이에 치하는 정도로 측정하 으며 측정

식은 아래의 (식 3), (식 4)와 같다[20].  

′





 


        (식 3)

C'c(Pk): 개인 Pk의 인 앙성

d(Pi, Pk): i와 k간의 최단거리

n: 총 노드 수

′   
 








   
      

(식 4)



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지위(social standing)가 온라인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y)에 미치는 영향 연구 375

　 활동깊이 활동넓이
사회  
유 (soci
al tie)

gregari
ousne
ss

closenes
s 

centrality

between
ness 
centrality

활동깊이 1.00
활동넓이 0.42*** 1.00 
사회적 

유대(social 
tie)

0.16** 0.21*** 1.00 

gregariou
sness 0.19*** 0.10*** -.15** 1.00

closeness 
centrality 0.03 0.11 0.63*** -.09 1.00
betweenn

ess 
centrality

0.06 0.10 0.45*** 0.02 0.47*** 1.00

평균 17.2 1.9 6.9 1.9 0.038 0.002
표준편차 25.6 1.7 4.2 2.4 0.017 0.003

C'B(Pk): 개인 Pk의 매개 앙성  

gij: i와 j를 최단경로로 연결하는 경로의 수

gij(Pk): i와 j를 최단경로로 연결할 때 k를 포함하는 

경로의 수

n: 총 노드 수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추출  시각화에 사용한 

로그램은 넷마이 (Net miner)이며, 회귀분석 등의 통

계분석은 SAS 9.2를 사용하 다.

IV. 연구의 결과

1. 청소년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오 라인 네트

워크에서의 사회  지 와 온라인에서의 활동성간의 

계에서는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지 를 나타

내는 사회  유 와 사교성은 활동성과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네트워크의 사회  

지 를 악할 수 있는 인 앙성과 매개 앙성은 활

동성과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이들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횟수는 월 17.2회이

며, 활동하는 사이트의 수는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 청소년들은 경우, 오 라인에서 직 으로 

한 유 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 네트워크에서의 사회

 지 는 학교 네트워크에서도 심  지 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주로 개인 네트워크의 사회  지 를 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측정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p<.1, **p<.05, ***p<.01

2. 청소년 온라인 사회적 활동의 특성
개인 네트워크와 학교 네트워크에서의 사회  지

가 사회  활동에 있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

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표 3. 사회적 유대와 활동성
사회  유 (social tie)

t높은 집단
(N=120)

낮은 집단
(N=92)

활동 깊이 19.8 13.9 1.65*
활동 넓이 2.2 1.6 2.46**

 *p<.1, **p<.05, ***p<.01

표 4. 사교성과 활동성
사교성 (gregariousness)

t높은 집단
(N=116)

낮은 집단
(N=96)

활동 깊이 20.0 13.8 1.86*
활동 넓이 2.2 1.6  2.25**

 *p<.1, **p<.05, ***p<.01

먼  사회  유 에 따른 활동성을 살펴보기 해 사

회  유 가 수 6을 기 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나 어 집단 간 활동성에 한 평균차이를 분석

한 결과, 사회  유 가 높은 집단이 활동 깊이와 활동 

넓이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리고 사교

성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활동성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표 4]. 마지막으로 각 학교별 네트워크의 

특성인 인 앙성  매개 앙성의 경우는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사회적 지위가 활동성 깊이에 미치는 영향 결과
개인들의 네트워크에서의 사회  지 를 의미하는 

사회  유 , 사교성, 인 앙성, 그리고 매개 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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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활동 깊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모델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

났는데, 이 연구가 설명력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독립변수의 향을 살펴보기 함이기 

때문에 연구목 을 달성하는 데는 향을 주지 않을 것

으로 단된다.

표 5. 사회적 지위와 활동 깊이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활동 깊이

B β t 값

사회적 유대
(social tie)    1.23**  0.20**     2.41 

사교성 (gregariousness) 1.65**   0.16**    -2.42 
 인접중앙성

(closeness centrality)  -159.17    -0.11    -1.11
매개중앙성

(betweenness centrality)   315.27     0.04     0.54

인구통계학
적 변인

성별  12.12***   0.24***     2.98 
연령  10.19***  0.29***     2.80 
소득  3.33** 0.14**     2.20 
D1  -4.98*** -0.31***    -4.65 
D2    -4.61    -0.07    -0.95 
D3     4.09     0.06     0.76 
D4     5.01     0.06     0.62 

F-value  5.86***
R2 0.24

 adjusted R2 0.20
*p<.1, **p<.05, ***p<.01
주) D1-D4: 거주지역 더미변수

청소년의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유 와 사교

성이 클수록 온라인의 활동 깊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사회  유 의 향이 사교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별 네트워크에서의 인

앙성과 매개 앙성은  활동 깊이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 네트

워크에서의 계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하

며,  개인 네트워크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과의 계는 

이들의 활동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인구통계학 인 변수에서는 남자일수록, 연령과 

소득이 많을수록 활동 깊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측면에서는 ‘성남’지역만 활동 깊이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위가 활동성 넓이에 미치는 영향 결과
사회  지 와 온라인 활동 넓이에 한 분석결과에

서는 [표 6]과 같다. 즉, 오 라인에서의 사회  유 와 

사교성이 온라인의 활동 넓이에 한계 으로(marginally)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 지위와 활동 넓이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활동 넓이

B β t 값

사회적 유대
(social tie)    0.05*    0.13*     1.74 

사교성 (gregariousness)   0.08*    0.11*    -1.90 
 인접중앙성

(closeness centrality)    -4.46    -0.04    -0.52 
매개중앙성

(betweenness centrality)    16.39     0.03     0.47

인구통계학
적 변인

성별    -0.19    -0.06    -0.78 
연령    -0.14    -0.06    -0.66 
소득 0.15* 0.10* 1.68 
D1  -0.58***  -0.54***    -8.97 
D2    -0.07    -0.02    -0.25 
D3     0.28     0.06     0.88 
D4    -0.45    -0.08    -0.92 

F-value  11.87***
R2 0.40

 adjusted R2 0.36
*p<.1, **p<.05, ***p<.01
주) D1-D4: 거주 지역 더미변수

하지만 인 앙성과 매개 앙성은 활동 넓이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 네트

워크가 아닌 개인 네트워크의 계가 온라인 활동 넓이

에 주요한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인구통계학

인 변인에서는 소득과 지역 ‘성남’이 활동 넓이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회  활동에 있어 이

들이 오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에

서의 지 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이러

한 사회  지 가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먼  청소

년들이 오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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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 를 개인 네트워크와 학교 네트워크로 나

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사회  유 와 사교성이 활동성과 유

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네트

워크의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앙성 지표인 인

앙성과 매개 앙성은 활동성과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오 라인 사회  네트워크

에서의 지 와 활동성에 한 분석 결과, 청소년의 개

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유 가 클수록,  그리고 사

교성이 클수록 온라인의 활동 깊이와  활동 넓이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 앙성과 매개 앙성

은 온라인에서의 활동 깊이와 넓이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성은 한 

계로 형성된 개인 네트워크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유 를 긴 하게 유지

하고 외향연결성이 높아 사회 으로 수용되는 사교성

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사회  지 를 형성하며 이것

이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활동성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오 라인에

서 형성된 개인 네트워크에서의 계를 바탕으로 온라

인에서의 활동을 하며,  개인 네트워크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과의 계는 이들의 활동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실제 형성하고 있는 사

회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계에 따라 개인 네트워크

와 학교 네트워크 등으로 사회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이 실제로 형성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기존 연구들은 래집단에 한 요성을 이론

으로 근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

워크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를 개인 단 의 네트워크와 학교단 의 네트

워크로 규명함으로써 각 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이 형성

하고 있는 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

의 원인을 오 라인과 온라인을 컨버 스하여 연구함

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사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활

동하는 오 라인에서의 청소년들의 사회  지 를 규

명하 다. 일반 으로 청소년들의 오 라인에서의 사

회  지 는 청소년이 가진 학업 수 과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인기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연계할 때 온라인에서의 활동성에 향을 

주는 것은 사회  수용이 큰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사

교성이 사회  지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청소년의 사회  지 에 한 컨버 스  근을 가능

하게 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 을 가

진다. 본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의 분석을 연결데이터 

자체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하 고 자료를 수집

함에 있어 학교별로 일부분의 학생만을 상으로 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범 에 한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

서 향후에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범 를 고려한 활동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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